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사회의 발전과 변화는 의학발달과 함께 양질의 진

료 서비스를 요구하며, 의료기관은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1]. 
병원의 시스템이 고객 중심운영으로 바뀌면서 간호사 등
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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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가 분노표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치과의료기관 근무 치과위생사 40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군집분석으로 분노표현유형을 분류
하였고, 분노표현유형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분노표현유형은 분노
조절군과 분노표출·억제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노조절군이 233명(58.0%)이었다. 자아존중감(OR=5.952)과 동료의 사
회적지지(OR=1.172)가 높을수록 분노조절군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치과위생사의 자아존중감과 동료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치과위생사의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분노조절, 분노표현유형,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치과위생사, 특성분노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nvergence factor wher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job 
stress affect the type of anger expressions in dental hygienists. The study involved 402 hygienists from 
different dental institutions. Clustering analysis was carried out to classify the types, and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related factors. Based on the types of anger expressions found in dental 
hygienists, they were divided into an anger control group and anger out-in group, with the former 
comprising 233 participants (58%).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ith higher self-esteem (OR=5.592) and 
enjoying greater social support from their colleagues (OR=1.172) tend to belong to the anger control 
group. In other words, the study suggests that dental hygienists can control anger better with higher 
self-esteem and stronger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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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환경 또한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대형
화, 네트워크화, 고급화, 전문화되어 더 높은 서비스를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3], 치과위생사에게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환자와의 대인관계, 경영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4]. 우리나라 직업별 감정
노동 실태에 의하면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직에서 많은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5],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도 높은 수준이다[6]. 특히 치과위
생사는 다양하고 많은 업무량과 업무구분이 불분명한 근
무환경 등에서 기인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조직 내 갈등
을 경험하고 있으며[7], 환자나 보호자의 언어폭력에 노
출될 위험 또한 크다[8],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의 정서 및 
소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9,10], 간호사가 병원
환경에서 경험하는 흔한 부적 정서는 분노라고 보고[11]
되어 있으며, 치과위생사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노란 상처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인 내적 
상태이며[12], 생리학적, 정서적, 인지적, 운동적, 언어적 
요소 사이의 다양한 수준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부상
태를 말한다[13]. Spielberger 등[14]은 분노의 개념을 
가벼운 짜증이나 성가심에서 강한 분노나 격분에 이르기
까지의 다양한 강도로 구성된 감정 상태라고 하였다. 또
한 분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일시적
이며 시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고 변하는 정서를 ‘상태
분노’라고 정의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분노를 
경험한 빈도의 개별적 차이를 ‘특성분노’로 정의하여 상
태분노와 구분하였으며, 특성분노는 상황, 시간과 상관없
이 지속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분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로 인식할 수 있으나, 분노가 긍정적 방식으
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건강상태나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15].

개인의 분노표현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16], ‘분노표출’은 화가 나는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분노를 외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화난 표정을 보이거나, 욕을 하면서 본인의 화를 외적으
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분노억제’는 본인의 내부로 분
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화는 나더라도 말하지 않고, 피
하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분노조절’은 분노가 있고,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외적 또는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려는 
노력으로써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해결
하려는 표현방식을 의미한다.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의 경
우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건강상태, 인간관계, 조직의 문
제까지 유발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분노조절 수준이 높

은 경우 개인의 정신건강문제나 조직문제, 조직성과, 대
인돌봄행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7-21]. 

사회적지지는 자신이 사랑, 존경받으며 주변사람들과 
상호작용한다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정보로서 스트레스
로부터 보호받게 하며, 우울 등의 문제의 회복을 가속화
시킨다[22]. 간호사의 감정노동으로 소진과 이직의도가 
높아질 때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매개작용을 할 수 있
으며[2], 직무만족을 높아지게하는 요인으로 상사나 동료
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포함된다[23]. 중년 남성의 특
성분노와 우울증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다[24]는 보고도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치
과위생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및 소진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9], 분노와 
관련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며 스스로에 대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25],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표현을 낮추고[26],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도 긍정적 
영향[27]을 준다. 분노에 관한 연구는 간호분야에서는 꾸
준히 있었으나 치위생분야에서는 치위생전공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28] 이외에 치과위생사의 분노에 대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
식을 확인하고, 치과위생사가 인지한 직무스트레스와 사
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분노표현유형과의 관련을 규명
함으로써, 치과위생사에서 긍정적 분노표현 방법인 분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8월1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에 위치한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01%, 
검정력 95%, 효과크기 0.15% 시 최소인원 302명으로 
확인되었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실제 
설문 응답자 수는 417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자 15명을 
제외한 402명의 설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도권 
소재 치과 의료기관 방문 및 치과위생사 관련 커뮤니티
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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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및 목적, 참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
로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였다. 연구를 위해 G대학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4396-201905-HR-089-01) 
을 받았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지역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업적 특성은 근무기관, 직
위, 고용형태, 주요업무, 경력, 월소득, 주 근무일수, 주 
근무시간, 야간진료 여부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방식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은 Spielberger 등[14]에 의

해 개발된 STAXI (state-Trait Expression Inventory)
를 전겸구 등[29]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분노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노 측정도구는 상태분노와 특
성분노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분노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특성분노를 측정하였다. 분
노에 대한 도구는 특성분노 10문항, 분노표현방식 중 분
노표출 8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조절 8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항상 그렇다
-4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균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수준이 높고,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0.62- 
0.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94-0.868이었다. 

2.2.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상사의 사회적지지와 동료의 사회적지

지를 측정하였다. 박지원 등[30]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정다이 등[31]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상사의 사
회적지지 4문항, 동료의 사회적지지 4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1점부터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상사의 사회적지지 0.856, 동료의 사회적지지 
0.86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사회적지지 0.831, 
동료의 사회적지지 0.777 이었다.

2.2.4 자아존중감
Rosenberg Self-Esteem Scale(RES) 도구를 전병제

[32]가 번역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반대의미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계산하였으며, 평균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에서 Cronbach’s α값은 0.8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38 이었다.

2.2.5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장세진 등[33]이 개발·표준

화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 단축형을 사용하였
다. 7개 영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부 반대 의미의 문항은 역코
딩하였다. 측정도구 개발 시 Cronbach’s α값은 
0.51-0.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수준을 낮추는 
문항 2개를 제외하고 총 2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0.813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하위 영역별 문항 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
해 7개 하위영역을 균등하게 환산하여 산출[33]하였으
며,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2.3 통계분석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0.05에서 결정되었
다. 대상자의 특성분노, 분노표현방식,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기술통계분석으로 제
시하였고, 대상자의 분노표현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
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을 시행하
였다. 분노표현유형에 따른 대상자 특성 및 주요변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과 
t-test를 시행하였으며, 분노표현유형과 관련된 융합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Variable Mean±SD Min Max
Trait anger 2.05±0.54 1.10 4.00

Anger 
expression

Anger-out 1.64±0.48 1.00 3.38
Anger-in 2.09±0.55 1.00 3.75

Anger-control 2.58±0.50 1.00 4.00
Social 

support
Bosses 2.70±0.64 1.00 4.00

Colleagues 3.07±0.50 1.00 4.00
Self-esteem 2.83±0.43 1.40 3.90
Job stress 46.90±11.93 16.67 95.24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for trait anger,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 self-esstem 
and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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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분노, 분노표현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수준
대상자의 특성분노,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표출, 분노억

제, 분노조절,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Table 1과 같다. 특성분노는 2.05점, 분노표출은 
1.64점, 분노억제는 2.09점, 분조조절은 2.58점이었으
며, 상사의 사회적지지는 2.70점, 동료의 지지는 3.07, 
자아존중감은 2.83점, 직무스트레스 46.90점이었다.

3.2 대상자의 분노표현유형 분류
대상자의 분노표현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분노표출, 분

노억제, 분노조절 각각의 점수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한 후 
계층적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2개의 군집 수를 확인하였
다. 이후 군집 수를 2개로 하여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
석을 시행한 결과, 군집1은 233명, 군집2는 169명으로 
분류되었고, 군집1은 군집2대비 분노조절이 높게 나타났
으며, 군집2는 군집1대비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높았다
(Fig. 1 참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1은 ‘분노조절
군’, 군집2는 ‘분노표출·억제군’으로 명명하였다.

Fig. 1. Graph based on scores by anger expression factor

3.3 대상자 분노표현유형에 따른 비교
대상자 분노표현유형에 따른 비교는 Table 2와 같이 

연령(p<0.05)를 제외한 대상자 특성의 모든 항목은 분노
표현유형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p>0.05). 
분노조절군에서 동료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유의
하게 높았으며,(p<0.001) 직무스트레스는 분노표출․억제
군에서 높았다(p<0.001). 상사의 사회적지지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

Variables
Anger control 

type
(n=169)

Anger out/in 
type

(n=233)
X2 / t
(p)

Sex Women 216(92.7) 156(92.3) 0.022
(0.881)Men 17( 7.3) 13( 7.7)

Age
≤29 141(60.5) 110(65.1)

8.418
(0.015)30∼39 72(30.9) 56(33.1)

≥40 20( 8.6) 3( 1.8)
Marital 
status

Unmarried 151(64.8) 118(69.8) 1.113
(0.291)Married 82(35.2) 51(30.2)

Education 
level

College 139(59.7) 115(68.0)
3.108

(0.211)University 87(37.3) 49(29.0)
Graduate school 7( 3.0) 5( 3.0)

Workplace
Dental clinic 188(80.7) 144(85.2)

5.789
(0.055)Dental hospital 30(12.9) 10( 5.9)

University hospital 15( 6.4) 15( 8.9)

Position
Staff 130(55.8) 98(58.0)

1.941
(0.379)Team leader 32(13.7) 29(17.2)

Head 71(30.5) 42(24.9)

Main task
Dental care 
assistant 157(67.4) 120(71.0) 0.600

(0.438)Reception, 
counselling etc. 76(32.6) 49(29.0)

career
≤3 118(50.6) 79(46.7)

5.058
(0.080)6∼10 71(30.5) 68(40.2)

≥11 44(18.9) 22(13.0)
Monthly 
income
(million 
won)

≤200 44(18.9) 22(13.0)
5.340

(0.149)
201∼250 86(36.9) 71(42.3)
251∼300 58(24.9) 49(29.2)
≥301 35(15.0) 14( 8.3)

Social support of bosses 2.75±0.66 2.64±0.61 -1.646
(0.101)

Social support of colleagues 3.15±0.46 2.96±0.53 -3.816
(<0.001)

Self-esteem 2.95±0.42 2.66±0.39 -6.995
(<0.001)

Job stress 45.07±11.12 49.43±12.56 3.680
(<0.001)

p value is the result of Chi-square test or t-test

Table 2. Comparison by type of anger expression 

3.4 대상자 분노표현유형 관련요인
대상자의 분노표현유형 분류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

고자 직무스트레스, 상사의 사회적지지, 동료의 사회적지
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로지스틱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단변량 분석에서 p<0.1의 유의성이 
확인된 연령, 근무기관, 경력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투입
한 변수 중 자아존중감(OR=5.952, p<0.001)과 동료의 
사회적지지(OR=2.269, p<0.01)는 분노표현유형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참고). 



치과위생사의 분노표현유형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융합적 연구 8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OR 95% CI p

Anger control 
type

(ref=anger 
out/in type)

Job stress 0.993 0.969-1.017 0.591
Social support of 

bosses 0.852 0.564-1.287 0.448
Social support of 

colleagues 2.269 1.380-3.729 0.001
Self-esteem 5.952 3.228-10.976 <0.001

-2ALL=467.275, Nagelkerke R-Square=0.242,  Hosmer&Lemeshow 
test: x2=7.453(0.48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ontrol variable : age, workplace, job career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anger expression 
and job stress, social support of boss and 
colleague, and self-esteem

4. 고찰 및 결론
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에 있으므로 타 
직종보다 직무스트레스[34]와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으며
[35], 스트레스가 높으면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한다
[36].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은 오히려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 
대상 분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
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상사와 동료의 사회
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분노표현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분노조절의 수준이 높은 군
집1과 분노조절 수준은 낮았으나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수준이 높은 군집2로 분류되어, 각각 분노조절군과 분노
표출·억제군으로 명명하였다. 분노조절군으로 분류된 치
과위생사가 58.0%로 더 많았으며, 분노표현유형과 관련
된 대상자 특성은 연령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37]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단변량분석에서는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 각각과 
관련된 일부 일반적 특성이 확인되었으나, 군집분석에서
는 세가지 점수를 모두 고려하여 분노표현유형을 분류하
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
의 분노유형에 대해 연구할 때에는 대상자의 특성보다는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심리적요인에 중
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각각의 도구로 측정되고 있으
며, 독립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분노표출·억제군은 같은 군집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는 Tanzer 등[38]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님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확인한 결과였으며, 연구자들은 실제로 상대방을 직접 대
면하여 당황하게 하지 않더라도 비밀리에 비판하는 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최일림[39]도 
분노표출·억제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분노의 원인 앞
에서는 참고 억누르다가 다른 곳에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
고 보고한 바 있다. 이후 연구에서도 분노표출과 분노억
제는 외향적 또는 내향적으로 반대 성향을 가진 분노표
현방법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동
시 존재할 수 있는 특성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다루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확인된 두개의 군집을 종속변수
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표현유형에 관련된 요인
은 자아존중감과 동료의 사회적지지로 확인되었으며, 상
사의 사회적지지와 직무스트레스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분
노조절군일 가능성이 높았다. 즉 치과위생사의 자아존중
감과 인지한 동료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
노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분노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노표출·억제가 증
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
을수록 분노와 적대감 수준이 높아지고, 더 공격적인 행
동을 하며[40], 무력감을 보이고, 분노를 더 억제한다
[41]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위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42-44], 업무 능력과 숙련도가 
증가할수록[45]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한다면 자아존중감은 경력의 증가와 함께 개
선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김현주 등[46]은 
성인 자아존중감은 업무 상황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업
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올바른 평가와 정당한 대우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가 임상 현장에서 본인 업무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받고 있다는 것
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문기
사[47] 등에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많은 임상치과위생
사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업무의 적법성에 대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보수와 복지 등의 다양한 보상체계가 개선
되더라도 수행업무에 대한 법적문제를 우려해야한다면 
자아존중감 하락뿐만 아니라 업무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전문인력으로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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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무가 법령에 반영됨으로써 치과위생사 업무가 현
실화 되어야하며[48],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위생사 개인적으로는 업무능력
과 숙련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스스로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하며, 치과기관에서는 체계적
인 보수와 복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치과위생사들이 본
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능력대로 인정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동료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분노조절군일 가능성
이 높았다.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는 소진과 이직의
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49], 특히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치과위생사의 분노조절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업무 특성상 서로 상호의존해야 하는 조
직에서는 동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50]. 치과의료기관에서 동료의 사회
적지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진료
실 내에서는 치과위생사 간 정보공유 및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원 멘토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31
], 외부활동으로 워크샵,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여 조직구
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게함으로써 내·외부에서 조직구성
원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노조절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분노와 관련된 역기능적 인지 
요인들과 분노관련 증상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51
], 개인의 근무환경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분노와 직무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
었다고 보고[52]된 바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에게 분노조
절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치과위생사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치과위생사 대상 선행
연구가 없어 분노수준,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비교평가 하
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유형
이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 분노표현방
식에 따른 다양한 집단이 보고되어 있다[39]. 추후 연구
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분노표현유형에 대해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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