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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감정노
동 수준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는 대전, 대구 지역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3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2016년 11월 까지 조사하였으며, 29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그 결과 감정노동과 소진은 모든 문항은 양(+)의 연관성으로 나타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은 높게
나타났고(P<.01), 직무만족은 음(-)의 연관성이 나타나 감정노동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P<.01). 또
한 이직의도에서 감정노동은 양(+)의 연관성이 나타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도 높게 나타났다(P<.05). 따
라서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진 경험정도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보상과 복지혜택을 늘
리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한다.
• 주제어 :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 이직,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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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rvey
was performed from April, 2016 to November, 2016 against 300 dental sanitarian working in Daejeon and
Daegu district and a total of 292 people's data was made an object for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it,
the emotional labor and exhaustion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and thus as the emotional labor is high,
exhaustion was high(P<0.1), and the job satisfaction was negative and thus as the emotional labor is low,
the job satisfaction was high(P<0.1) Also, the emotional labor in the turnover intention was positively
related and thus as the emotional labor is high, the turnover intention was high(P<0.5). Thus, a scheme
to lower the job stress and the exhaustion experience degree and increase the compensation and welfare
benefits in order to solve the emotional labor of the dental sanitarian.
• Key Words : Emotional labor, Burnou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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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감정노동은 고객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감
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함으로써 공적으로 드러나는 표
정이나 몸짓이라 정의하였다[1].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이후 감정노동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이
여러 차별화된 경영을 위하여 고객만족 시스템을 추구하
면서 직장인의 감정노동도 증가되었다. 감정노동은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이 많고, 감정노동을 많
이 수행하는 직업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의 효
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남성 보다는 여성이 감정노
동을 수행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 한
국고용정보원의 730개 직업 종사자 2만 5,550명의 감정
노동 강도를 비교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감정노동이 많
은 직업 순위에서 14위를 하였고, 15점 만점에 11.71이였
다. 또한 감정노동의 항목별 상위 점수(5점 만점)에서 대
인접촉빈도는 3위(4.77), 외부고객 대응 중요도에서는 9
위(4.43)를 하였다[3].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으로 알려져 있으며[4], 소진(burnout)은 지속적이고 반
복적인 정서적 압박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갈상태
로[5],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치위생
사들은 피로,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 감
정노동과 소진의 반복은 치과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를 유발하고 이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이러한 직무불만족은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도가 낮아지고[7], 이직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8].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성취감은 증가하였고[9],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또
한 상사와 동료지지가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조절효
과를 갖는다고 하였다[11]. 이러한 의료 환경은 의료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치과 의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인적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직이란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
는 것이다. 치과병․의원의 이직률이 높을 경우 광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부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전체 구성원
의 직무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조직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2].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화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개
발을 지원하고[13], 상호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
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14]. 최근 치과위생사 인력은 크게 증가되었으나 치과계

의 구인난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15]. 임상간호
사, 중소기업 근로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 연구는 있었으나[16,17],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
생들의 감정노동과 소진 및 직무만족, 이직 의도간의 융
합적 관계를 파악하고,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4월 대전, 대구지역의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였다. 선정
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크기=0.5, 유의수준 α
=0.05, power=0.95로 정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
는 278개가 요구되었으며 설문지 회수를 고려하여 300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결측치가
있는 8장을 제외한 292장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정[18]의 선행논문에서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 문항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초안을 작
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구미지역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 10명에게 일반적인 특성, 근무화경, 감정노동, 소진,
이직에 대한 설문지 내용을 자문 받아 일반적인 문항은
연령, 결혼유무, 학력, 급여, 업무영력, 임상경력, 직위 7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근무환경은 병원형태, 치과의사수,
치과위생사수, 일일 평균 환자 수, 근무시간, 근무일수,
주 5일제 7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나 최종 분석에서 치과
의사수, 주 평균근무일 수 문항은 삭제하여 최종 5문항으
로 최종분석 하였다. 감정노동 9문항, 소진 15문항, 직무
만족 3문항, 이직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행논문의
설문지에서 소진 2문항, 직무만족에서 1문항은 변경하였
으며,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감
정노동, 소진,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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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ocial Science)WIN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근무환경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감정노동, 근무
환경에 따른 감정노동, 근무환경에 따른 소진, 직무만족
도, 이직 의도는 t-검정(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감정노동
과 소진, 직무만족도, 이직 의도는 상관분석(Pears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Age
(years)
Married
status
Educa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은 연령에서
감정표현 빈도는 24세 이하가 3.82, 25～29세가 3.74, 30
세 이상이 3.71로 나타났고, 감정표현 주의정도 및 감정
적부조화에서는 24세 이하에서 3.53, 3.2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른 감정노동은 감정표현빈도에
서 미혼이 3.79, 기혼이 3.68로 나타났고, 감정부조화에서
는 미혼이 3.15, 기혼이 3.21로 나타났다. 학력에서 감정

Income
(won)

Position

3.1 일반적인 특성 및 근무환경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24세 이
하가 85명(29.1%), 25세～29세가 87명(29.8%), 30세 이상
이 120명(41.1%)으로 나타났고, 결혼 유무에서는 미혼이
192명(65.8%), 기혼이 100명(34.2%)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208명(71.3%), 4년제 이상 졸업이 84명
(28.7%)로 나타났고, 급여는 179만원 이하가 97명(33.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249만원이 83명
(28.4%) 나타났으며, 250만원 이상이 54명(18.5%)으로
나타났다. 진료분야 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치과
위생사가 131명(44.9%), 경력은 3년 미만이 101명
(34.6%), 직위는 평직원이 167명(57.2%), 실장급은 125명
(42.8)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근무병원의 형태는 치과병원이 64명(21.9%), 치과의원은
228명(78.1)로 나타났고, 근무지의 치과위생사 근무 수는
3명이하가 118명(40.4%), 4～10명이 104명(35.6%), 11명
이상이 70명(24.0%)로 나타났다. 일일 평균 환자 수는 51
명 이상이 130명(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당 근
무 시간은 40시간 이상이 164명(56.2%), 주 5일 근무 시
행 여부는 시행하지 않는다가 149명(51.0%)으로 나타났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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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year)
Position
Medical
institution
No.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environment

No. of
patients
(daily)
Working
hours
(weekly)
Five working
days
total

Categories

≦24
25～29
30≦

single
Married
College
University≦
≦179
180～199
200～249
250≦
All position
Surgery
Prosthetic
Orthodontic
reception
≦3
4～6
7～9
10 ≦
Staff
Supervisor
Hospital
Clinic
≦3
4～10
11≦
≦30
31～50
51≦
≤40
≥41
Yes
No

N
85
87
120
192
100
208
84
97
58
83
54
131
48
36
27
50
101
65
46
80
167
125
64
228
118
104
70
87
75
130
128
164
143
149
292

%
29.1
29.8
41.1
65.8
34.2
71.3
28.7
33.2
19.9
28.4
18.5
44.9
16.5
12.3
9.2
17.1
34.6
22.3
15.8
27.4
57.2
42.8
21.9
78.1
40.4
35.6
24.0
29.8
25.7
44.5
43.8
56.2
49.0
51.0
100

표현 빈도는 전문대 졸업이 3.71, 4년제 이상 졸업이 3.91
로 나타났고, 감정적부조화에서는 전문대 졸업이 3.14, 4
년제 이상 졸업이 3.28로 나타나 4년제 이상 졸업에서 감
정빈도와 감정적부조화 모두 높게 나타났다. 월급은 감
정표현 빈도에서 179만원 이하가 3.77, 180～199만원이
3.79, 200～249만원이 3.59, 250만원 이상이 3.94로 250만
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정적 표현주의정도에
서는 179만원 이하가 3.56, 180～199만원이 3.47, 200～
249만원이 3.37, 250만원 이상이 3.46으로 나왔다. 직무영
역에서 감정표현 빈도는 전체영역 3.70, 외과영역 3.57,
보철영역 3.79, 교정영역 3.95, 접수영역 4.07으로 나타났
고, 감정적 부조화에서는 전체영역 3.11, 외과영역 3.17,
보철영역 2.96, 교정영역 2.76, 접수영역이 3.52으로 나타
났다. 근무 연구에 따른 감정빈도는 3년 이하가 3.8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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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motional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24

Age
(years)

25～29
30≦
single
Married
College
University≦
≦179
180～199
200～249
250≦
All position
Surgery
Prosthetic
Orthodontic
reception
≦3
4～6
7～9
10 ≦
staff
Supervisor

Married
status
Education
Income
(won)

Position

Career
(year)

Position

N
85
87
120
192
100
208
84
97
58
83
54
131
48
36
27
50
101
65
46
80
167
125

Emotional expression
M±SD
3.82±0.90
3.74±0.81
3.71±0.91
3.79±0.88
3.68±0.87
3.71±0.88
3.91±0.86
3.77±0.93
3.79±0.76
3.59±0.81
3.94±0.95
3.70±0.85
3.57±0.89
3.79±0.81
3.95±0.65
4.07±0.93
3.85±0.86
3.73±0.90
3.48±0.81
3.80±0.89
3.73±0.88
3.73±0.82

P-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872

Attention of emotional
expression
M±SD
P-value
3.53±1.01
3.49±0.95
0.000***
3.41±1.07
3.50±1.00
0.000***
3.41±1.06
3.46±1.02
0.316
3.49±1.00
3.56±1.03
3.47±0.90
0.000***
3.37±0.94
3.46±1.19
3.43±0.98
3.40±1.02
3.38±1.07
0.000***
3.29±1.07
3.71±1.07
3.56±0.97
3.42±0.98
0.000***
3.38±0.90
3.47±1.02
3.48±0.98
0.001**
3.59±0.94

Emotional dissonance
M±SD
3.25±2.31
3.10±0.91
3.17±1.07
3.15±0.98
3.21±1.04
3.14±1.02
3.28±0.94
3.19±1.03
3.20±0.85
3.01±0.91
3.37±1.17
3.11±0.99
3.17±1.02
2.96±0.79
2.76±0.81
3.52±1.03
3.27±0.99
2.95±0.96
2.93±0.84
3.36±1.08
3.14±1.02
3.20±0.97

P-value
0.000***
0.032
0.000***

0.000***

0.000***

0.000***

0.086

**p<.01, ***p<.001
<Table 3> Emotional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
Medical institution
No. of dental
hygienists
No. of patients
(daily)
Working hours
(weekly)
five working days
***p<.001

Hospital
Clinic
≦3
4～10
11≦
≦30
31～50
51≦
≦40
40≦
Yes
No

Emotional expression
N

M±SD

64
228
118
104
70
87
75
130
128
164
143
149

3.55±0.92
3.81±0.86
3.86±0.90
3.72±0.86
3.61±0.85
3.81±0.79
3.77±0.94
3.71±0.89
3.78±0.86
3.73±0.89
3.58±0.88
3.92±0.84

Pvalue
0.000***
0.000***

0.000***
0.044
0.000***

Attention of emotional expression
PM±SD
value
3.29±1.01
0.000***
3.52±1.01
3.50±1.07
3.54±0.98
0.000***
3.31±0.96
3.52±1.07
3.48±1.03
0.003
3.43±0.97
3.49±1.02
0.943
3.45±1.01
3.34±1.00
0.366
3.59±1.02

Emotional dissonance
M±SD
2.89±0.98
3.25±0.99
3.29±1.05
3.17±0.94
2.97±0.97
3.25±0.93
3.26±1.11
3.07±0.97
3.26±0.97
3.10±1.02
3.02±1.00
3.32±0.98

Pvalue

0.000***
0.000***

0.000***
0.83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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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3.73, 7～9년이 3.48, 10년 이상이 3.80으로 나타났 3.4 근무환경에 따른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
고, 감정적 부조화에서는 3년 이하가 3.27, 4～6년이 2.95, 대상자의 근무환경에 따른 소진, 직무만족, 이직을 살
7～9년이 2.93, 10년 이상이 3.36로 나타났다. 직위는 감 펴보면 병원형태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소진은 병원급에
정적 주의정도에서 평직원이 3.48, 실장급이 3.59으로 나 서 3.23, 의원급에서 3.34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은 병원급
타났다<Table 2>.
에서 3.19, 의원급에서 3.01, 이직에 대한 생각은 병원급
에서 3.06, 의원급에서 3.29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수에
3.3 근무환경에 따른 감정노동
따른 소진은 3명 이하에서 3.35, 4～10명이 3.31, 11명이
대상자의 근무 환경에 따른 감정노동을 살펴보면 병 상이 3.27로 나타났고, 직무만족도는 3명 이하가 3.11,
원형태에서 감정표현 빈도는 병원급이 3.55, 의원급이 4～10명이 2.29, 11명 이상이 3.13으로 나타났으며, 이직
3.81로 나타났고, 감정표현 주의정도에서는 병원급 3.29, 의도에서는 3명 이하가 3.11, 4～10명이 2.93, 11명 이상
의원급이 3.52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적 부조화에서는 병 이 3.13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1명당 일일 환자 수에서 소
원급이 2.89, 의원급은 3.25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수에 진은 30명 이하가 3.31, 31～50명이 3.35, 51명 이상이
따른 감정표현 빈도는 3명 이하가 3.86, 4～10명이 3.72, 3.30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은 30명 이하가 3.04, 31～50
11명 이상이 3.61로 나타났고, 감정적 부조화에서는 3명 명이 3.08, 51명 이상이 3.04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은
이하가 3.50, 4～10명이 3.54, 11명 이상이 3.31로 나타났 30명 이하에서 3.04, 31～50명이 3.08, 51명 이상이 3.04로
다. 의사 1명당 일일 환자 수에 따른 감정표현 주의정도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에서 소진은 40시간 미만이
는 30명 미만이 3.81, 31～50명이 3.77, 51명 이상이 3.71 3.25, 40시간 이상이 3.36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에서 40
로 나타났으며, 감정적 부조화에서는 일일 환자수 30명 시간 미만은 3.13, 40시간 이상은 2.99으로 나타났으며,
이하가 3.25, 31～50명은 3.26, 50명 이상은 3.07로 나타났 이직의도에서는 40시간 미만이 3.19, 40시간 이상이 3.28
다.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감정빈도는 40시간 미만이 로 나타났다. 주 5일제 시행에 대하여 소진은 시행한다가
3.78, 40시간 이상이 3.73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주 3.20, 시행하지 않는다가 3.42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은
5일 근무 형태에 따른 감정표현 빈도는 시행한다가 3.58, 시행한다가 3.11, 시행하지 않는다가 2.99로 나타났으며
시행하지 않는다가 3.92로 나타났고, 감정적 부조화에서 이직 의도는 시행한다가 3.09, 시행하지 않는다가 3.38로
는 시행한다가 3.02, 시행하지 않는다가 3.32로 5일제를 나타났다.
시행하지 않는다에서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
Medical
institution
No. of dental
hygienists
No. of patients
(daily)
Working hours
(weekly)
Five
workingdays
*p<.05, ***p<.001

Hospital
Clinic
≦3
4～10
11≦
≦30
31～50
51≦
≦40
40≦
Yes
No

N
64
228
118
104
70
87
75
130
128
164
143
149

Burnout
M±SD
3.23±1.26
3.34±1.05
3.35±1.12
3.31±0.99
3.27±1.22
3.31±1.02
3.35±1.07
3.30±1.17
3.25±1.04
3.36±1.15
3.20±1.13
3.42±1.06

Pvalue
0.000***
0.000***

0.638
0.021*
0.000***

Job satisfaction
M±SD
3.19±1.04
3.01±1.05
3.11±1.13
2.29±0.99
3.13±0.98
3.04±1.12
3.08±1.01
3.04±1.02
3.13±1.06
2.99±1.03
3.11±1.02
2.99±1.07

Pvalue

0.020*
0.000***

0.886
0.000***
0.000***

Turnover intention
PM±SD
value
3.06±1.24
0.000***
3.29±1.33
3.11±1.13
2.93±0.99
0.000***
3.13±0.98
3.04±1.12
3.08±1.01
0.615
3.04±1.02
3.19±1.29
0.012*
3.28±1.34
3.09±1.26
0.000***
3.38±1.36

10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
<Table 5> Correlations of emotional labor,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Emotionnal
expression

Attention of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dissonance

*p<.05, ***p<.001

Emotional labor
There are many cases that we have to hide our
actual feelings in order to adapt ourselves well to
the life in a dental clinic.
There are many cases that we have to make more
efforts so that the patient feels warmth and
friendliness from me.
There are many cases that I live with a positive
attitude deliberately for smooth work within the dental
clinic.
That I can not make emotional expressions in dental
life is felt difficult.
It is a hard thing to respond to the patients with
smile.
I try not to express myself to the patients even
when my feelings are not good during the dental
life.
I distort the actual emotions for the patients and
companions.
The emotions that I have when I treat patients is
much different from my actual emotions.
Since the emotions I express overtly is different from
my actual emotions, there are many confusing
moments.
Total

3.5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소진과 감정노동이 관련된 모든 문항은 양(+)의 연
관성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과 관련된 감정노동 문항은
‘치과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하여 실제 감정을 숨겨야하
는 경우가 많다‘,’치과 생활에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미소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환자를 대할 때의 감정은 나의 실제 감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문항은 음(-)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직
의도와 관련된 감정노동 문항은 ’치과 생활을 잘 적응하
기 위하여 실제 감정을 숨겨야하는 경우가 많다‘,’치과 생
활에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환
자들의 미소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는 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직업군도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증가 되고 있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Burnou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0.212**

-0.168**

0.121*

0.141*

-0.071

-0.041

0.281**

-0.085

0.085

0.344**

-0.208**

0.176**

0.354**

-0.146*

0.115*

0.121*

-0.044

0.087

0.220**

-0.092

0.066

0.256**

-0.137*

0.077

0.285**

-0.038

0.067

0.371**

-0.163**

0.126*

이기 위하여 사회적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융합 적으로 분석하여 치과위생사들의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무 환경을 향상 시
키고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주당 근무 시
간은 40시간 이상이 164명(56.2%), 주 5일 근무 시행 여
부는 시행하지 않는다가 149명(51.0%)으로 더 높게 나타
났다. 김의[19]연구에서 주 5일제 근무는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나타나 치과 병․의원은
치과위생사의 주 5일 근무를 점차 확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등[20] 연구에서
치과 기공사, 간호 조무사 등이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
영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형태 수행은 치과진
료실 내에서 마찰이 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근무환
경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근무 환
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을 살펴보
면 24세 이하에서 감정표현 빈도,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감정적 부조화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P<.001), 경력에서
도 3년 이하가 감정표현의 빈도와 감정표현 주의정도에
서 높게 나타 났다(P<.001). 이는 나이와 경력이 적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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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업무량이 많고, 사회적 인간관계의 적응능력 형성 부
족으로 인하여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월급에서는 250만원 이상의 경우가 감정표현 빈도가
11.81로 높게 나타났고(P<.001), 경력에서도 10년 이상이
감정표현빈도, 감정적 부조화가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오[21]와 차[22]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며, 경력이
높을수록 월급도 올라가는 것으로 추측되며, 치과 경영
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 향상, 직원관리 및 환자와의 분쟁
등을 해결해야 되는 위치로 감정노동이 높은 것으로 생
각된다.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에 따른 감정노동을 살펴
보면 병원형태에서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에서 감정표
현 빈도, 감정표현주의정도, 감정의 부조화 모두 높게 나
타났고, 박 등[23] 연구에서도 치과의원이 치과병원보다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의 근무 환경이 치과
위생사들의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이 등[24]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로 나
타났다. 이는 치과의원이 치과병원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치과의원에서
직원복지 등의 근무환경이 좋은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주 5일제 시행여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에서 감정표
현빈도, 감정의부조화에서 주 5일제를 시행한다 보다 높
게 나타나(P<.001,)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삶의 질 만족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 5일제 근무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에 따른 소진, 직무만
족,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소진은 치과의원, 3년 미만의
경력, 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주 5일제 근무에서 시행하
지 않을 경우 높게 나타났고(P<.001), 직무만족은 병원형
태에서는 병원급, 치과위생사 근무 수는 11명 이상, 주 40
시간 근무 미만, 5일제 실시에서 직무 만족이 높게 나타
나 소진과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성 등[25]의 연구에
서도 야간근무 일수가 많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고,
야간근무 일수가 적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
으며 직무 만족은 높게 나타났다. 치과 병의원은 치과위
생사의 소진과 직무만족을 위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면 보다 나은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직은 임상경력에서는 4년～10년 사이가 1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 경력 4～10년 차의 경우 치과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풍부하
나 그에 따른 보상이나 처우가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이
직으로 이어졌으며 이 등[26]의 연구에서도 3～7의 임상
경력에서 이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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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에 따른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소진과 감정노동이 관련된 모든 문항은 양(+)의 연
관성으로 나타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도 높게 나
타난다. 직무만족과 관련된 감정노동 문항은 ‘치과 생활
을 잘 적응하기 위하여 실제 감정을 숨겨야하는 경우가
많다‘,’치과 생활에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렵
다고 느껴진다.‘,’환자들의 미소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환자를 대할 때의 감정은 나의 실제 감정과 상당
한 차이가 있다‘로 음(-)의 연관성이 나타나 감정노동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고 보여 진다. 이직의도와 관
련된 감정노동 문항은 ’치과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하여
실제 감정을 숨겨야하는 경우가 많다‘,’치과 생활에서 감
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환자들의 미
소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로 전반적인 문항에
서 양(+)의 연관성이 나타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21]의 연구와 정 등[27]의
연구에서 같은 결과이다. 또한 장 등[28]의 연구에도 자
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감정노동과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정노동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은 높게 나타났고,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
과 이직 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들은 환자의
서비스 만족과 직장 내 원활한 근무를 위하여 본인의 감
정을 자제하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겪게 되
고 이로 인하여 직무만족이 낮아지며 이직으로 이러진다.
이처럼 치과위생사가 격고 있는 감정노동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경험정도를 최소화해야
하며,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체
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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