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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를 상으로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매개변수(개인 인 요소, 근무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감정노동 수 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의 변화정도를 악하고자 실시하 다.
분석결과 감정노동 수 이 높은 부류(Very High)가 감정노동 수 이 낮은 부류(Low)보다 직무만족도는 낮고 이직
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변화를 악하기 하여 실시한 로지
스틱 회귀 분석 결과 직무만족도의 경우 매개변수가 사회  지지요소인 동료, 상사의 지지 으며 이 경우 직무만족
도가 낮을 가능성이 1.751에서 1.477배로 약 1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의 경우 음주, 건강상
태, 동료, 상사 등의 요소가 매개변수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 경우 이직의도가 높을 가능성이 5.464배
에서 2.845배로 약 5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은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무만족도를 높
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개인  요소(음주, 건강상태)의 리와 동료, 상사의 사회  지원을 한 병
원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 주제어 : 감정노동, 직무만족, 이직의도, 사회  지지, 매개변수

Abstrac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and the mediating effect in dental hygienists.
Higher levels of emotional labor resulted in lower levels of job satisfaction, as well as higher levels  of 
turnover intention. We use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compare change of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ocial support was the largest mediating factor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satisfaction and the odds(Likely to with low job satisfaction) was down by 16% after adjustment for 
supervisor, colleague. In case of turnover intention, largest mediating factor were drinking, physical 
condition, supervisor, colleague and the odds(Likely to with high turnover intention) was down by 52% 
after adjustment for mediating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motional labor was negatively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and lower the turnover intention, it is necessary to do 
more efforts to improve social support(supervisor and colleague) and management personal factor(drinking, 
physical condition)  for the dental hygienists should be made to reduce such nega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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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과 생사는 치과병·의원에서 치석 등 침착물(沈着

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 ,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

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구강 질환의 방과 생에 한 업무 등 

련법(의료기사 등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6호)[1]에서 제시한 국민의 구강건강 리를 기본업무로 

하는 고유 업무 외에 치과진료 조, 수 수납, 환자교육 

상담, 직원교육, 청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실정이다[2]. 

치과 생사는 타 병원과의 경쟁력 우  확보를 하

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편의와 만족스러운 의료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무하는 병원으로부터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으며[3] 이 과정에서 치과 생사는 

본인의 내 인 감정과 병원에서 요구받는 감정이 서로 

상충으로 불편한 느낌이나 갈등상태라고 할 수 있는 감

정노동을 경험하게 된다[4].

치과 생사가 병원 조직의 규범을 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부조화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감정노동은 

직무만족에 부정  향을 미치고 이것은 직무불만족과 

연결되며[5], 치과 생사가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직무스

트 스에 시달리면 직무만족도는 낮아지고[6] 이직의도

는 높아질 수 있다[7, 8].

치과 생사는 치과병·의원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

고 할 수 있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인력의 잦은 이

동은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치과병·의원의 경

쟁력 향상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 치과 생사에 

한 감정노동을 고려한 인 자원 리는 요하다고 할 

수 있다[9, 10].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  특성, 근무환경에 따

른 치과 생사들의 감정노동 정도를 악하고 감정노동 

수 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계를 악하여 직무만

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라남·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 

18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 으며 표

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한 후 연구의 목 , 연구의 

내용  기입방법에 하여 충분한 설명 후 자기기입 방

식으로 2015년 4월 15일부터 2015년 5월 10까지 실시하

다.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연구 상자의 인구 사회학  특성(11문항), 

근무환경(5문항), 감정노동(12문항), 이직의도(4문항), 직

무만족(5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에서 조사항목은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은 편이다」 2 , 「반반이다」 3 「그런 

편이다」 4 , 「매우 그 다」 5  등 리커드 5  척도

로 응답하게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수

이 높은 것으로 하 으며 각 항목 별 수   내  신뢰

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Information of factors

Factors Min Max Mean±SD Cronbach’'s a
Emotional 

labor
1.00 4.83 3.05±0.50 0.804

Job 
satisfaction

2.43 4.71 3.45±0.45 0.655

Turnover 
intention

1.00 5.00 3.01±0.77 0.607

2.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window ver. 12.0)를 이용하 으며 

인구·사회학  특성, 근무환경, 감정노동 수 에 따라 종

속변수(이직의도,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하

여 t 검정(t-test)과 분산분석(one-way ANOVA 

analysis)을 실시하 고, 인구·사회학  특성  근무환

경에 따른 감정 노동 수 (Low, Middle, High, Very 

High)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분산분석을 실

시하 다.

감정노동과 종속변수(이직의도, 직무만족도)의 계

에서 감정노동 수 별로 종속변수(이직의도,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 개인  요소(인구·사회학

 특성)와 근무환경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감

정노동 수 에 따른 종속변수(이직의도, 직무만족도)의 

OR값을 비교 제시하기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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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빈도(%)

Personal

Age

-24 51 (27.00)

25-27 55 (29.10)

28-31 37 (19.60)

32- 46 (24.30)

Religion
Yes 102 (54.00)

No 87 (46.00)

Marital status
Yes 72 (38.10)

No 117 (61.90)

Drinking
Yes 84 (44.40)

No 105 (55.60)

Exercise
Yes 48 (25.40)

No 141 (74.60)

Hobby
Yes 74 (39.20)

No 115 (60.80)

Physical 
condition

Very Bad 5 (2.60)

Bad 43 (22.80)

So So 89 (47.10)

Good 49 (25.90)

Very 
Good 

3 (1.60)

Working
environment

Total career
(years)

-2 55 (29.10)

2-4 42 (22.20)

5-8 45 (23.80)

9- 47 (24.90)

Career
of current job

(years)

-1 57 (30.20)

1-3 42 (22.20)

4-6 55 (29.10)

7- 35 (18.50)

Working 
hours

per a day

-8 139 (73.50)

8-9 26 (13.80)

9- 24 (12.70)

Monthly
salary

(10,000won)

-140 68 (36.00)

140-160 42 (22.20)

161-180 44 (23.30)

181- 35 (18.50)

No. of
patients a day

-40 80 (42.30)

40-50 15 (7.90)

51-70 53 (28.00)

71- 41 (21.70)

Working days
per week

-4 2 (1.10)

5-6 99 (52.40)

6-7 88 (46.60)

Supervisor

Disagree 11 (5.8)

So so 71 (37.6)

Agree 95 (50.3)

Strongly 
agree

12 (6.3)

Colleague

Disagree 2 (1.1)

So so 58 (30.7)

Agree 112 (59.3)

Strongly 
agree

17 (9.0)

Emotion 
Labor

Low 52 (27.5)

Middle 52 (27.5)

High 37 (19.6)

Very High 48 (25.4)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라남·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치

과 생사 189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인구·사회학

 특성의 경우 평균나이는 27.7세이며 치과 생사로서

의 평균 경력은 5.6년 재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평균 근

무기간은 4.2년, 여는 161.5천원, 하루 방문하는 평균 

환자 수는 56.8명, 일주일에 평균 근무일수는 5.5일 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rking environment

3.2 개인적 요소, 근무환경요소, 감정노동에 따

른 이직의도 및 직무만족 수준

개인  요소, 근무환경요소,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만

족  이직의도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무만족에서는 나이, 운동, 건강상태,  직

장에서의 근무기간, 여, 상사, 동료, 감정노동 등의 항

목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나이가 24세 미만이고, 운동은 하지 않으며 건강상태

가 좋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단되며 재 

근무하는 치과병·의원에서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자, 여

가 많으며 상사 동료의 지원이 높고 감정노동 수 이 낮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이직의도에서는 음주, 건강상태, 하루 동안 병원에 방

문하는 환자 수, 상사, 감정노동 등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음주를 즐기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하루 동안 병

원에 방문하는 환자수가 많으며 상사의 지원이 낮으며 

감정노동 수 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단

된다.

3.3 개인적 요소, 근무환경요소에 따른 감정노

동 수준별 분포

감정노동 수 이 개인  요소  근무환경요소에 따

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하여 연구 상자

의 감정노동 수 을 4가지로 분류(Low, Middle, High, 

Very High)하여 χ2검증통계량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반 으로 볼 때 감정노동 수 이 높은(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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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Mean(±SD) p Mean(±SD) p

　Age

-24 3.66 (±0.52)

0.001　

2.98 (±0.72)

0.237　
25-27 3.27 (±0.39) 3.03 (±0.57)

28-31 3.26 (±0.41) 3.21 (±0.80)

32- 3.60 (±0.30) 2.86 (±0.96)

Religion　
Yes 3.45 (±0.49)

0.953
2.99 (±0.77)

0.730　
No 3.45 (±0.40) 3.03 (±0.77)

Marital status
Yes 3.49 (±0.34)

0.373
2.97 (±0.87)

0.579　
No 3.43 (±0.51) 3.04 (±0.70)

Drinking
Yes 3.42 (±0.40)

0.426
3.24 (±0.69)

0.001　
No 3.48 (±0.49) 2.83 (±0.78)

Exercise
Yes 3.34 (±0.43)

0.038　
3.00 (±0.61)

0.899　
No 3.49 (±0.45) 3.01 (±0.82)

Hobby
Yes 3.47 (±0.49)

0.733
2.96 (±0.79)

0.469　
No 3.44 (±0.43) 3.04 (±0.76)

　Physical condition

Very Bad 3.80 (±0.19)

0.001

3.45 (±0.51)

0.001

Bad 3.22 (±0.38) 3.48 (±0.55)

So So 3.49 (±0.43) 2.89 (±0.81)

Good 3.51 (±0.46) 2.82 (±0.69)

Very Good 4.05 (±0.66) 2.17 (±1.01)

Total

career

(years)

-2 3.63 (±0.53)

0.001

2.93 (±0.68)

0.137
2-4 3.33 (±0.35) 3.25 (±0.56)

5-8 3.30 (±0.38) 2.91 (±0.75)

9- 3.50 (±0.42) 2.99 (±0.99)

　Career

of current job

(years)

-1 3.65 (±0.49)

0.001

2.90 (±0.70)

0.153
1-3 3.34 (±0.44) 3.24 (±0.65)

4-6 3.27 (±0.38) 2.98 (±0.63)

7- 3.56 (±0.36) 2.95 (±1.11)

　Working hours

per a day

-8 3.44 (±0.45)

0.464

3.04 (±0.72)

0.2378-9 3.43 (±0.47) 2.78 (±0.56)

9- 3.56 (±0.42) 3.10 (±1.14)

　Monthly

salary

(10,000won)

-140 3.56 (±0.47)

0.001

3.09 (±0.69)

0.186
140-160 3.24 (±0.44) 2.95 (±0.57)

161-180 3.40 (±0.42) 2.83 (±0.84)

181- 3.58 (±0.35) 3.16 (±0.98)

　No. of

patients a day

-40 3.37 (±0.40)

0.071

3.12 (±0.81)

0.049
40-50 3.56 (±0.33) 3.25 (±0.53)

51-70 3.57 (±0.43) 2.78 (±0.84)

71- 3.43 (±0.57) 3.02 (±0.60)

　Working days

per week

-4 3.29 (±0.00)

0.747

3.50 (±0.00)

0.1075-6 3.47 (±0.43) 2.90 (±0.72)

6-7 3.44 (±0.47) 3.12 (±0.82)

Supervisor

 Disagree 2.91 (±0.28)

0.001

3.50 (±0.39)

0.003
So so 3.20 (±0.31) 3.19 (±0.51)

Agree 3.62 (±0.36) 2.85 (±0.92)

Strongly agree 4.17 (±0.40) 2.77 (±0.60)

Colleague

 Disagree 3.00 (±0.00)

0.001

4.00 (±0.00)

0.084
So so 3.05 (±0.29) 3.13 (±0.64)

Agree 3.57 (±0.34) 2.97 (±0.82)

Strongly agree 4.12 (±0.37) 2.76 (±0.74)

Emotion Labor

Low 3.62 (±0.49)

0.009

2.75 (±0.82)

0.001
Middle 3.39 (±0.42) 2.99 (±0.54)

High 3.44 (±0.37) 2.72 (±0.85)

Very High 3.34 (±0.44) 3.53 (±0.58)

<Table 3>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rking environment, 

emotional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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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evel of Emotional Labor χ2(p)Low Middle High Very High

Age

-24 19 (36.5) 9 (17.3) 6 (16.2) 17 (35.4)

15.4(0.080)
25-27 13 (25.0) 17 (32.7) 10 (27.0) 15 (31.3)

28-31 5 (9.6) 15 (28.8) 9 (24.3) 8 (16.7)

32- 15 (28.8) 11 (21.2) 12 (32.4) 8 (16.7)

Religion
Yes 29 (28.4) 31 (30.4) 15 (14.7) 27 (26.5)

3.5(0.318)
No 23 (26.4) 21 (24.1) 22 (25.3) 21 (24.1)

Marital status
Yes 17 (32.7) 25 (48.1) 17 (45.9) 13 (27.1)

6.3(0.099)
No 35 (67.3) 27 (51.9) 20 (54.1) 35 (72.9)

Drinking　
Yes 19 (36.5) 22 (42.3) 16 (43.2) 27 (56.3)

4.1(0.246)
No 33 (63.5) 30 (57.7) 21 (56.8) 21 (43.8)

Exercise
Yes 15 (28.8) 17 (32.7) 8 (21.6) 8 (16.7)

4.0(0.262)
No 37 (71.2) 35 (67.3) 29 (78.4) 40 (83.3)

Hobby
Yes 26 (50.0) 18 (34.6) 11 (29.7) 19 (39.6)

4.4(0.221)
No 26 (50.0) 34 (65.4) 26 (70.3) 29 (60.4)

Physical 
condition

Very Bad 0 (0.0) 0 (0.0) 2 (5.4) 3 (6.3)

38.2(0.001)

Bad 2 (3.8) 13 (25.0) 8 (21.6) 20 (41.7)

So So 25 (48.1) 30 (57.7) 18 (48.6) 16 (33.3)

Good 23 (44.2) 9 (17.3) 8 (21.6) 9 (18.8)

Very Good 2 (3.8) 0 (0.0) 1 (2.7) 0 (0.0)

Total
career
(years)

-2 22 (42.3) 8 (15.4) 10 (27.0) 15 (31.3)

17.9(0.036)
2-4 9 (17.3) 12 (23.1) 7 (18.9) 14 (29.2)

5-8 7 (13.5) 16 (30.8) 14 (37.8) 8 (16.7)

9- 14 (26.9) 16 (30.8) 6 (16.2) 11 (22.9)

Career
of current job

(years)

-1 22 (42.3) 10 (19.2) 14 (37.8) 11 (22.9)

21.7(0.010)
1-3 8 (15.4) 15 (28.8) 5 (13.5) 14 (29.2)

4-6 8 (15.4) 22 (42.3) 10 (27.0) 15 (31.3)

7- 14 (26.9) 5 (9.6) 8 (21.6) 8 (16.7)

Working hours
per a day

-8 38 (73.1) 40 (76.9) 31 (83.8) 30 (62.5)

8.3(0.216)8-9 7 (13.5) 8 (15.4) 4 (10.8) 7 (14.6)

9- 7 (13.5) 4 (7.7) 2 (5.4) 11 (22.9)

Monthly
salary

(10,000won)

-140 24 (46.2) 12 (23.1) 16 (43.2) 16 (33.3)

15.4(0.081)
140-160 5 (9.6) 13 (25.0) 9 (24.3) 15 (31.3)

161-180 12 (23.1) 17 (32.7) 8 (21.6) 7 (14.6)

181- 11 (21.2) 10 (19.2) 4 (10.8) 10 (20.8)

　No. of
patients a day

-40 20 (38.5) 26 (50.0) 18 (48.6) 16 (33.3)

10.5(0.310)
40-50 4 (7.7) 5 (9.6) 0 (0.0) 6 (12.5)

51-70 13 (25.0) 13 (25.0) 13 (35.1) 14 (29.2)

71- 15 (28.8) 8 (15.4) 6 (16.2) 12 (25.0)

Working days
per week

-4 0 (0.0) 0 (0.0) 2 (5.4) 0 (0.0)

11.8(0.066)5-6 33 (63.5) 24 (46.2) 18 (48.6) 24 (50.0)

6-7 19 (36.5) 28 (53.8) 17 (45.9) 24 (50.0)

Supervisor

 Disagree 4 (7.7) 0 (0.0) 5 (13.5) 2 (4.2)

29.4(0.001)
So so 14 (26.9) 23 (44.2) 13 (35.1) 21 (43.8)

Agree 24 (46.2) 28 (53.8) 18 (48.6) 25 (52.1)

Strongly agree 10 (19.2) 1 (1.9) 1 (2.7) 0 (0.0)

Colleague

 Disagree 0 (0.0) 0 (0.0) 2 (5.4) 0 (0.0)

19.5(0.021)
So so 10 (19.2) 22 (42.3) 14 (37.8) 12 (25.0)

Agree 34 (65.4) 27 (51.9) 18 (48.6) 33 (68.8)

Strongly agree 8 (15.4) 3 (5.8) 3 (8.1) 3 (6.3)

<Table 4> Level of Emotional Labo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rking environment

부류는 개인  요소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음주를 즐기

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건강상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무환경 요소의 경우 치과 생사 경력이 4년 미만,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부류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건강상태”, “치과 생사로서의 총 경력”, “  직장

에서의 근무기간”, “상사”, “동료”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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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한 감정노동 수준별 

직무만족도

감정노동 수 에 따른 직무만족에 한 정도를 비교

하고 매개변수를 고려 후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 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감정노동 수 이 가장 낮은 부류(Low)보다 

가장 높은 부류(Very high)에서 직무만족도가 낮을 가능

성이 1.751배(1/0.571)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변수(동료, 

상사)를 투입한 후 분석 결과 1.477배(1/0.677)로 나타나 

매개변수에 의해 감정노동 수 이 가장 높은 부류(Very 

high)에서 직무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1.751에서 1.477

배로 약 1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emotional labor(Job satisfaction)

Variables OR 95% CI OR‡ 95% CI
(adjustment)

Emotional 

Labor 

Low 　 　 　　 　

Middle 0.444 0.199 - 0.991 0.769 0.264-2.236

High 0.523 0.218 - 1.254 1.208 0.355-4.104

Very high 0.571 0.252 - 1.297 0.677 70.238-1.923

‡: adjustment for Supervisor, Colleague

3.5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한 감정노동 수준별 

이직의도

감정노동 수 에 따른 이직의도에 한 정도를 비교

하고 매개변수를 고려 후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 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 다.

<Table 6>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emotional labor(Turnover intention)

Variables OR 95% CI  
OR‡

 95% CI
(adjustment)

Emo t i o n a l 

Labor 

Low 　 　 　　 　

Middle 0.829 0.354 - 1.939 0.443 0.167-1.175

High 1.080 0.437 - 2.672 0.490 0.166-1.440

Very high 5.464  2.320 - 12.872 2.845 1.086-7.448

‡: adjustment for Drinking, Physical condition, Supervisor, 
Colleague

분석결과 감정노동 수 이 가장 낮은 부류(Low)보다 

가장 높은 부류(Very high)에서 이직의도가 높을 가능성

이 5.4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음주, 건강

상태, 동료, 상사)를 투입한 후 분석 결과 2.845배로 나타

나 매개변수에 의해 감정노동 수 이 가장 높은 부류

(Very high)에서 이직의도가 5.464배에서 2.845배로 약 

5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라남·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

를 상으로 인구·사회학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치과

생사들의 감정노동 정도를 악하고 감정노동 수 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계를 악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특성의 경우 평

균나이는 27.7세이며 치과 생사로서의 평균 경력은 5.6

년 재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평균 근무기간은 4.2년, 평

균 여는 161.5천원, 하루 동안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는 평균 56.8명, 일주일에 평균 근무일수는 5.5일 인 치

과 생사를 상으로 감정노동과 종속변수(이직의도, 직

무만족도)의 계에서 감정노동 수 별로 종속변수(이직

의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 정도를 검증하고 매개

변수인 개인  요소(인구·사회학  특성)와 근무환경 요

소의 효과를 검증하여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치과

생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직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 다. 

개인  요소에 따른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의 경우 나이, 운동, 건강상태,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여, 상사, 동료, 감정노동 등

의 항목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이직의

도와 련된 요인은 음주, 건강상태, 하루 동안 병원에 방

문하는 환자 수, 상사, 감정노동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감정노동 수 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감정노동 수 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쾌한 감정에 한 

억제는 이직의도와 양(+)의 련성을, 직무만족도와 음

(―)의 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8, 9].

이는 감정노동에 노출된 치과 생사의 감정노동에 

한 체계 인 리가 부재시 감정노동이 치과 생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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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지속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

게 되어 결국 직무만족도 하  이직의도가 높아질 것

으로 단된다.

감정노동 수 이 개인  요소  근무환경요소에 따

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하여 χ2검증통계량

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요소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음주를 즐기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강상태” 항목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무환경 요소의 경우 치과 생사 경력이 4년 미만,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부류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건강상태”, 치과 생사로서의 총 경력”, “  직장

에서의 근무기간”, “상사”, “동료”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감정노동 수 에 따른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한 

정도를 비교하고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한 감정노동 수

별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비교한 결과 감정노동 수

이 가장 낮은 부류(Low)보다 가장 높은 부류(Very 

high)에서 직무만족도의 경우 매개변수(동료, 상사)를 투

입한 후 직무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1.751에서 1.477배

로 약 16%정도 감소하며, 이직의도의 경우 매개변수(음

주, 건강상태, 동료, 상사)를 투입한 후 이직의도가 높을 

가능성이  5.464배에서 2.845배로 약 5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병·의원에서 치과 생사의 직무만족 하 

 이직으로 인한 잦은 인력 변경은 병원 경쟁력 약화를 

래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속  제공이 불가능하

게 되므로 직무만족도 향상  이직의도를 완화시키기 

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의 자연스러운 화를 통

한 업무 소통, 건 한 직장문화 조성 등 치과 생사에 

한 동료, 상사 등으로 부터 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된다[11, 12, 13].

특히, 치과 생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한 방안은 

사회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 분 기를 조성

을 통하여[14]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자(병원 리자)와 

요구받는 자(치과 생사)사이에 신뢰형성이 요하며 쌓

아진 신뢰는 직무만족도 향상  이직의도를 완화에 

정 인 향을 미치리라 단된다[15, 16].

본 연구는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를 

상으로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고 매개변수(개인 인 요소, 근무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감정노동 수 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의 변화정도를 악하고자 실시하 다.

분석결과 감정노동 수 이 높은 부류(Very High)가 

감정노동 수 이 낮은 부류(Low)보다 직무만족도는 낮

고 이직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를 고려

하여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직무

만족도의 경우 매개변수가 사회  지지요소인 동료, 상

사의 지지 으며 이 경우 직무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1.751에서 1.477배로 약 1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직의도의 경우 음주, 건강상태, 동료, 상사 등의 

요소가 매개변수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 

경우 이직의도가 높을 가능성이  5.464배에서 2.845배로 

약 5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은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개인  요소(음

주, 건강상태)의 리와 동료, 상사의 사회  지원을 한 

병원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라남·북도 지역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를 상으로 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치과 생

사 체를 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추후 연

구에서는 국으로 확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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