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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의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상관성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직무만족은 금연에서 높고, 감정노동은 높은 연령이 낮았다. 이직

의도는 35세 이상에서는 낮고 직원수가 11-20명, 흡연에서는 높았다. 여성인 경우 직무만족은 10년 이상 경력, 

대학졸, 직원 수 20명 초과가 높았으며 감정노동은 높은 연령이 낮고 음주에서 높았다. 이직의도는 전문대졸, 미혼, 

음주가 높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감정노동이–0.22배 적었으나 이직 의도는 3.9배로 높았다. 직원 수는 10명 

이상이 2.7배로 높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를 줄이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주제어 : 감정노동, 직무만족, 이직의도, 치과위생사, 융합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elf-written questionnaire survey on th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the gender 

of dental medical institutions. Job satisfaction was high smoking cessation, emotional labor was low 

age. Turnover intention was low in over 35 years old, number of employees was 11-20, was high 

in smoking. For women, job satisfaction was high 10 years experience, university, 20 employees. 

Emotional labor was low age, drinking. Intention to turnover was high in college, single, drinking. 

Men's emotional labor was 0.22 times less than women's, but their turnover intention was 3.9 times 

higher. The number of employees was 2.7 times higher than 10 employees. Therefore, efforts to 

raise job satisfaction and reduce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s should be made 

systematically in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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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의료 환경은 더욱 발달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다양

화로 남녀의 역활 구분도 그 의미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1] 남녀는 특성이 달라 직업에 있어서도 경

찰, 군인, 소방관 등 독립적, 공격적, 활동적인 직업이 남

성의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은 간호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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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과 같은 의존적, 순종적, 감정적인 직업이 여성 

직업이라고 인식되고 있어 직업에 대한 역할을 구분하

고 있다[2]. 그러나 최근 여성의 고유직업이라고 인식되

던 간호사 직업에서 남성 간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직업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3]. 과거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치과위생

사도 2013년 면허등록 치과위생사 수 56,072명 중 여

성 55,750명 남성 322명이었으며 2017년 총 면허등록 

74,589명 중 여성 74,014, 남성 574명으로 증가하여

[4] 남성치과위생사 수가 여성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

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남성

이 여성들의 직업으로 인식되던 직업에 들어감으로서 

여성들과 함께 적응하고 직무에 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고하고 있다[5]. 이처럼 성별에 따

라서 직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상 직무만족이나 감정노

동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자기 직무의 관련요인 및 생활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상태 즉 심리적 만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직률

이나 직무스트레스,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6]. 과

거 치과의사의 단순한 보조자로서 기술과 기능만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던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예방, 교육, 

경영 등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치괴위생사에 대한 사

회적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7]. 이러한 요구는 치과위생

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심화시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도 영향을 준다[8].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조

직원이 가까운 미래 어떤 시점에 현재 직장에서 영구히 

떠날려는 주관적인 가능성을 자신이 추정하는 의지를 말

한다[9]. 이러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감정

노동도 있으며 감정노동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

인이나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감정

노동은(emotional labor)은 자신의 감정을 직무나 조직

에 요구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서 고객이 요구하는 기

대에 따라 특정한 감정만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

제함으로서 생기는 감정적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11]. 치

과위생사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치위생 업무와 더불

어 상담서비스를 담당함으로서 자심의 감정을 통제하고 

환자에게 항상 웃는 표정으로 봉사하는 직업이다[12]. 또

한 의료에 대한 의식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됨에 따라 환

자들은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일반인보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은 더욱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13]. 지금까지 치과위생

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14,15], 치괴위생사의 감정

노동에 대한 연구[16,17],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감정

소진, 이직의도에 대한 논문[18], 남자 치과위생사의 직

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1]는 다수 

수행되어졌으나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의 직무만족, 감정

노동,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를 성별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와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차이와 

분석하였으며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과의 상관관

계 등을 분석함으로서 성별에 따른 치이점을 알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

까지 대구, 경북지역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치

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효과크기) 0.2, α=0.05, 

검정력(1-β)=0.90에서 17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

었으나 저조한 설문지 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하

여 총 270부를 설문하여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한 총 

259부를 분석하였다. 남성 48명, 여성 211명이며 전국

적인 남성치과위생사 수가 여성보다 10% 이하인 것을 

고려하여 10% 이상인 18.5% 를 표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조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상

자에게 동의서를 작성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e by 

Gender                  (N=259)

Characterization Division
Men

N(%)

Female

N(%)
χ2

Age

20-25

31-35

35<

32(66.7)

12(25.0)

4(8.3)

117(55.5)

47(22.3)

47(22.3)
.089

Total N(%) 48(100) 211(100)

career

1-5 year

6-10 year

10< year

33(68.8)

11(22.9)

4(8.3)

109(51.6)

58(27.4)

42(19.9)
.071

Total N(%) 48(100) 209(98.9)

working form

Responsible dental 

hygienist Dental 

hygienist

10(20.8)

38(79.2)

40(19.1)

171(80.9) .439

Total N(%) 48(100) 211(10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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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College 

University 

37(77.1)

11(22.9)

147(69.7)

64(30.3) .200

Total N(%) 48(100) 211(10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3(68.8)

15(31.2)

137(64.9)

73(34.5) .388

Total N(%) 48(100) 210(99.4)

Types of 

dental  

institutions

hospital level

Clinic level

7(14.6)

41(85.4)

18(8.5)

193(91.5) .155

Total N(%) 48(100) 211(100)

Number of 

employees

≤10

11-20

20<

29(60.4)

14(29.2)

5(10.4)

173(82.0)

29(13.7)

9(4.3)

.005

*

Total N(%) 48(100) 211(100)

income

<20 million won

20-25 million won

25 million won<

17(35.4)

13(27.1)

18(37.5)

125(59.2)

48(22.7)

35(16.5)

.002

**

Total N(%) 48(100) 208(98.4)

Drinking

Yes

No

37(77.1)

11(22.9)

140(66.3)

68(32.2) .124

Total N(%) 48(100) 208(98.5

smoking

Yes

No

13(27.1)

35(72.9)

9(4.3)

193(91.5)
.000

***

Total N(%) 48(100) 202(95.8)

*p<.05 **p<.01 

2.2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도구는 설문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치위생(학)과 교수 3인에게 검증하였으며 20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징은 연령, 경력 

등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건강생활행

동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흡연과 음주도 조사하였

다. 직무만족은 김[19]이 사용한 설문을 사용하여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0.880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감

정노동 도구를 호텔종업원의 감정노동의 측정하기 위해 

김[20]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9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0.865

이었다.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s)는 서와 이[21]

가 사용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0.884의 높

은 신뢰도를 보였다.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모두 

5점 척도이며 평균점수로 그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만조, 감정노동,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여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의 차이점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의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항목

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

의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남성치과위생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성

남성 48명, 여성 211명 총 259명의 치과위생사의 성

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25세가 남 32(66.7%)명, 여 117(55.5%)명으로 다

른 연령보다 높았으며 경력은 남녀 모두 1-5년이 높았

다. 직종은 책임치과위생사가 남 10(20.8%)명, 여 

40(19.1%)명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전문대졸이 남 

37(77.1%)명, 여 147(69.7%)명이다. 결혼여부는 남 

33(68.8%)명, 연 137(64.9%)명이며 의료기관은 의원급

이 남 41(85.4%)명, 여 193(91.5%)명으로 나타났다. 직

원 수는 11-20명과 20명 이상에서 남 19(39.6%), 여 

38(18.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나타났으며.(p<.05), 수입

은 2500만원 이상이 남 18(37.5%)명, 여 35(16.5%)명

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5). 음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흡연은 남 13(7.1%)

명, 여 9(4.3%)명으로 남성이 높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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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Transf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nder  (N=259)

     
Characterizati
on

Division

Men Female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Degree of 

turnover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Degree of 

turnover

M(SD) p M(SD) p M(SD) p M(SD) p M(SD) p M(SD) p

Age         

         

20-25

31-35

35<

2.95(.52)

2.83(.69)

3.00(.54)

.934

2.63(.58)2

.74(.82)

1.83(.06)

.047

*

3.15(.99)

3.87(.82)

1.75(.86)

.001

**

2.93(.86)

3.13(.73)

3.12(.73)

.212

3.03(.76)

3.06(.59)

2.59(.64)

.001

**

2.23(1.04)

2.23(.99)

2.02(.87)

.448

career

1-5 year

6-10 year

10< year

2.88(.52)

3.00(.70)

3.00(.00)

.802

2.54(.59)

2.86(.84)

2.28(.57)

.227

3.13(.98)

3.90(.88)

2.00(1.15)

.005

2.94(.78)

2.90(.77)

3.40(.79)

.003

**

2.99(.75)

2.85(.69)

2.80(.67)

.251

2.30(1.05)

2.06(.78)

2.00(1.09)

.147

working form

Responsible dental 

hygienist Dental 

hygienist

3.22(.34)

2.84(.56)
.050

2.71(.83)

2.56(.61)
.535

2.95(1.14)

2.28(1.06)
.381

3.22(.76)

2.98(.81)
.095

2.78(.97)

2.95(.69)
.190

1.96(1.12)

2.23(.96)
.119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2.97(.53)

2.74(.55)
.228

2.60(.67)

2.54(.64)
.786

3.20(.95)

3.27(1.47)
.852

2.92(.77)

3.25(.84)

.006

**

2.92(.72)

2.92(.72)
.977

2.27(.97)

1.96(1.03)

.038

*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89(.58)

2.97(.45)
.658

2.67(.66)

2.42(.65)
.231

3.33(.95)

2.96(1.30)
.279

2.95(.83)

3.13(.80)
.122

3.00(.72)

2.80(.68)
.059

2.32(1.04)

1.93(.85)

.006

**

Types of 

dental  

institutions

hospital level

Clinic level

2.74(.76)

2.95(.50)
.356

2.85(.65)

2.55(.66)
.262

3.14(1.06)

3.23(1.09)
.843

3.03(1.39)

3.01(.73)
.945

2.77(.95)

2.94(.69)
.344

2.33(1.49)

2.17(.94)
.512

Number of 

employees

≤10

11-20

20<

3.01(.50)

2.80(.45)

2.72(.93)

.339

2.47(.70)

2.78(.51)

2.75(.77)

.304

2.84(.92)

4.14(.90)

2.80(.83)

.000

**

2.92(.77)

3.38(.81)

3.66(.70)

.001

**

2.88(.68)

3.13(.96)

2.96(.27)

.226

2.25(1.02)

1.87(.82)

1.83(.93)

.098

income
<20 million won

20-25 million won

25 million won<

2.88(.70)

3.10(.32)

3.82(.49)

.340

2.75(.64)

2.68(.72)

2.37(.61)

.204

2.97(.81)

3.57(.81)

3.21(1.39)

.315

2.96(.80)

2.97(.76)

3.24(.83)

.175

2.94(.73)

2.89(.70)

2.95(.74)

.911

2.19(1.02)

2.25(.93)

2.12(1.00)

.863

Drinking
Yes

No

2.95(.58)

2.81(.39)
.483

2.62(.63)

2.49(.77)
.570

3.20(1.18)

3.27(.64)
.852

3.01(.81)

3.05(.79)
.739

2.99(.72)

2.77(.70)

.040

*

2.30(1.03)

1.94(.88)

.016

*

smoking
Yes

No

2.53(.49)

3.06(.49)

.002

**

2.44(.27)

2.35(.75)
.349

3.88(.96)

2.97(1.02)

.008

**

3.31(.48)

3.00(.81)
.271

2.82(.32)

2.93(.73)
.679

2.05(.84)

2.18(1.00)
.702

*p<.05 **p<.01 

3.2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의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직무만족은 연령에서 남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은 20-25에서 다소 낮았다. 경력은 남성은 큰 차이

가 없었으며 여성은 10년 이상이 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직종은 남성과 여성 모두 책임치괴위

생사인 경우 높았다. 학력은 남성은 전문대졸이 다소 높

았으며 여성은 대학졸업이 3.25로 높게 나타났다

(p<.05). 결혼여부는 기혼이 남성과 여성에서 다소 높았

다. 치과의료기관은 남성이 의원급에서 다소 높았지만 

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직원 수는 남성은 10명 이하

에서 높았으며 여성은 20명 초과에서 3.66으로 가장 높

았다(p<.05).  수입은 남성 여성 모두 높은 경우 직무만

족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는 남성 여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흡연은 남성에서 금연에서 3.06으로 높았으며

(p<.05), 여성도 금연에서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서 감정노동은 연령에서 

35세 이상에서 남성 1.83, 여성 2.59로 연령이 많은 경

우 낮게 나타났다(p<.05). 경력은 남성과 여성이 10년 

이상에서 낮았다. 직종은 남성은 책임치과위생사에서 다

소 높았으며 여성은 치괴위생사가 다소 높았다. 학력은 

남성과 여성에서 전문대와 대학졸업에서 큰 차이가 없

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기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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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관은 남성은 병원급에서 다소 높았으며 여성

은 의원급에서 다소 높았다. 직원 수는 남성과 여성 모

두 11-20에서 높았다. 수입은 남성은 수입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음주는 남성은 하는 

경우 다소 높았으며 여성도 하는 경우 2.99로 높았다

(p<.05). 흡연은 남성이 하는 경우 다소 높았으나 여성

은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서 이직의도는 연령에서 

남성은 연령이 35세 이상에서 1.75로 가장 낮았으며

(p<.05), 여성도 연령이 35세 이상에서 낮았다.  경력은 

10년 초과에서 낮았다. 직종은 남성은 책임치괴위생사가 

높았으며 여성은 치괴위생사인 경우 높았다. 학력은 남성

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전문대졸이 2.27로 높았다

(p<.05). 결혼은 남성은 미혼이 높았으며 여성도 미혼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p<.05). 치과의료기관은 남성 여성 큰 

차이가 없었다. 직원 수는 남성은 11-20명에서 4.14로 가

장 높았으며(p<.05), 여성은 10명 이하에서 높았다. 음주

는 남성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성은 하는 경우 2.30으

로 이직의도가 높았다(p<.05). 흡연은 남성이 하는 경우 

3.88으로 높았으며(p<.05), 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3.3. 성별의 따른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Table 4과 같다. 분석에 앞서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상관분석 결과 직무만

족과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5),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05). 즉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며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높은 결과는 나타낸 것

이며Table 3과 같다. 성별의 따른 직무만족 전체 평균

은 3.00이며 여성이 3.02로 남성 2.92보다 다소 높았

다. 감정노동의 전체 평균은 2.86이며 여성이 2.92로 남

성 2.59보다 높았다(p<.05). 이직의도 전체 평균은 2.37

이며 남성이 3.21로 여성 2.18보다 높았다(p<.05). 

Table 3.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jo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Degree of turnover   (N=259)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Emotional labor
.091

(.145)

Degree of turnover 
-.356**

(.000)

.196**

(.002)

*p<.05 **p<.01 

Table 4.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turnover characteristics by gender     (N=259)

Characterization
Total 

average

Men

M(SD)

Femal

M(SD)

p

(F)

Job satisfaction 
3.00

(.76)

2.92

(.66)

3.02

(.80)

.414

(.670)

Emotional labor 
2.86

(.72)

2.59

(.66)

2.92

(.72)

.004*

(8.479)

Degree of turnover 
2.37

(1.09)

3.21

(1.07)

2.18

(1.00)

.000**

(40.579)

*p<.05 **p<.01 

3.4. 근무자 수, 수입, 직무만족과 조직문화, 조직구조,

감정노동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성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성은 여

성에 비해 –0.22배 감정노동은 적었으나 이직 의도는 

3.9배로 높게 나타났다(p<.05). 근무지의 직원 수는 10명 

이상이 2.7배로 높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turnover, number 

of employees, income and smoking by gender        (N=259)

Independent variable B The standard .error p Odd Ratio

(Constant)

Job satisfaction .513 .308 .096 1.670

Emotional labor -1.486 .359 .000** .226

Degree of turnover 1.372 .262 .000** 3.944

Number of employees (≤10:0, 10<:1) 1.006 .473 .034* 2.735

Income(<25 million won:0, 25 million won≤:1) .510 .407 .210 1.666

Smoking(NO:0, Yes:1) 1.131 .642 .078 3.099

*p<.05  **p<.01  subordination variable: Gender(Men:1) Cox & Snell R2: .261   Nagellerke R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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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제언

직업의 특성과 직무환경은 근로자의 삶과 일상에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22] 치과위생사로서 여성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 치과

의료기관도 직무환경과 직무의 내용이 다양하여 직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23].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치과위생사

도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어 근무하면서 겪는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에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의료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남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

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융합적 상관성을 검증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남성치과위생사에게미치는 영향요

인을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259명 중 남성 48(18.5%)명, 여

성 211(81.5%)명이었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에

서는 직원 수, 수입, 흡연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직원 수가 많은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

고 있었으며 수입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2016

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임

을 보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이다[24]. 남녀의 임금차이는 

우리나라의 성별차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남성의 경우 

육아나 가사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에 비해 적어 지

속적인 임금이 상승하였을 것이고 업무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도 사료된다. 흡연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

며 최와 김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25]. 흡연

은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구강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치과위생사로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지

속적인 교육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

른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직무만족은 남성은 흡연에서 

여성은 경력, 학력, 직원 수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남

성은 흡연율이 낮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윤[26]

외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흡연율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흡연율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은 경력이 긴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류[14]도 

경력이 길어질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경력이 길어질수록 근무환경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적

응도가 높아져 마음이 안정되고 보람도 느끼게 되어 직

무만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력은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았다. 김과 권[1]은 학력이 높은 경우 직

무스트레스가 낮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음의

상관관계임을 보고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이 

높아지고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직무만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은 직원 수는 많을수록 직무만족

이 높았다. 김과 권[1]은 의료기관의 종류가 의원급보다

는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인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원의 수는 병원

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여 전반적으로 직

원 수가 많은 병원급이 직무만족도가 낮아 본 연구와 다

른 결과를 나타냈다. 직원 수가 많으면 조직의 규칙이나 

일의 분담도 조직적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진료가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아 직무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감정

노동은 남성은 나이에서 여성은 나이와 음주에서 유의

성을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적을수록 감정

노동이 높게 나타났다. 정과 한[18]도 나이가 적을수록 

감정노동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근무경력이 적은 나이에

서는 여러 가지 근무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잘 조절하

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근무경력이 많은 나이보다 부

족하여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은 음주를 하는 경우 감정노동이 높았다. 이는 윤

[27]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며 하[28]는 음주와 스트레

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감정노동도 감정 스트레스이며 높은 감정노동은 음주율

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이직 의도는 남성은 나이, 직원 

수, 흡연에서 여성은 학력, 결혼, 음주에서 유의성을 나

타냈다. 남성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

타났다. 윤과 이[29]와 정과 한[18]의 결과도 동일한 결

과이다. 이는 나이가 많은 경우 현 직장에 대한 지식이

나 기술, 노하우가 쌓여 안정이 되어 있어 다른 직장으

로 이직함으로서 격어야 되는 새로운 변화의 두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이직의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은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20명 초과보다 중간

층인 10-20명인 경우 이직의도가 높았다. 여성은 유의

성은 없었지만 10명 이하인 경우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

다. 직원 수는 직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

으로 미루어 볼 때 김과 권[1]이 남자치과위생사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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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원급, 병원급, 종합(대학)병원급 

중 이직의도가 의원급보다 병원급 이상에서 높게 나타

냈다. 이 외[16]는 의원급인 경우 병원급 이상보다 이직

경험이나 이직의도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김과 권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두 연구의 차이점은 김과 권

은 남자치과생사만을 대상으로 이 외는 남녀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여성치과위생가가 대부분이다. 직

원 수에 대한 이직의도가 성별에 따라 이러한 차이를 나

타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불명확하여 향 후 이를 

위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남성은 흡연을 하는 경우 이직의도가 높았다.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흡연율

이 높으므로 이직의도도 높다고 판단된다. 여성은 전문

대졸업보다는 대학졸업이 이직의도가 낮았다. 류[14]는 

전문대졸업보다는 대학졸업이 직무만족이 높다고 하였

다. 즉 직무만족이 높은 대학졸업이 이직의도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은 미혼인 경우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윤과 이[29]도 미혼이 이직의도가 높다고 하

였다. 이는 나이와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혼

의 나이가 기혼보다 전반적으로 적을 것으로 고려할 때 

나이가 많은 경우 경력이 높다는 것을 가정할 때 현 직

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가 쌓여 안정이 되어 

있을 것이며 이직에 의한 변화에 두려움이 클 것으로 생

각되며 가정이 있는 기혼에 비해 미혼은 이직에 대한 부

담감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은 음주를 하는 경우 

이직의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

직의도에서는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에서 유의성을 나타

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노동이 높았다. 류와 군

[30]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노동 다양성이 더욱 높

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적 문화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감정노동의 기대치과 

높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31] 감정노동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 이직 의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높았

다. 윤과 이[29]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하였지만 손[32]은 여성이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직 의도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과위생사는 여성들의 직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직업으로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

러므로 여성들이 많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남성치과

위생사가 일하기에 좋은 분위기와 환경이 되어가고 있

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치괴위생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남성 치과위

생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여성에 비해 감정노동은 

–0.22배 적었으나 이직 의도는 3.9배로 높았다. 직원 수

는 10명 이상이 여성에 비해 2.7배로 직원 수가 많은 치

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남성 치

과위생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성별에 따라 특성이 다

름을 인정하고 남성과 여성에서 다른 수입이나 감정노

동의 원인도 파악하여 남성치과위생사와 여성치과위생

사가 함께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긍정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 이직의도를 줄이는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성치과위생사가 주로 근무하는 치과의료

기관에서 남성치과위생사가 늘어가는 현 지점에서 성별

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

직의도  상관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게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빈도에서 여성의 수에 

비해 남성의 수가 적으며 일반적인 특징을 다양한 변수

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점에서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 남성 48명, 여

성 211명 총 259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융합적인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유의성 있는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인 특징은 직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원 

수가 많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수입은 

2500만원 이상이 남성이 높았다.

2. 남성인 경우 직무만족은 금연에서 높았으며 감정

노동은 높은 연령이 낮았다. 이직의도는 연령 35

세 이상이 가장 낮았으며. 직원 수 11-20명에서 

가장 높았다. 흡연은 하는 경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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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인 경우 직무만족은 경력 10년 이상, 대학졸

업, 직원 수 20명 초과에서 가장 높았다. 감정노동

은 높은 연령이 낮았으며, 음주가 높았다. 이직의

도는 전문대졸, 미혼, 음주가 높았다.

4. 직무만족, 감정노동, 이직의도 상관분석 결과 직무

만족과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 감정노동과 이

직의도는 양의 상관관계이며 감정노동 전체 평균

은 2.86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직의도 전

체 평균은 2.37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5. 남성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0.22배 감정노동은 낮았으나 

이직 의도는 3.9배로 높았다. 직원 수는 10명 이상이 

2.7배로 높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에 대

한 차이점의 원인을 규명하고 직무만족을 높이고 감정

노동과 이직의도를 줄여 성별에 차이가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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