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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life sat-

isfaction among some dental hygienists.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dental hygien-

ists located in Gyeongsangnam-do and Busan, from August 20 to September 20, 2017.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using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e survey was com-

posed of 9 questions 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26 

questions regarding emotional labor, and 3 questions regarding life satisfaction. SPSS 20.0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significancy level set at 0.05.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in some dental hygienists. In multivariate analysis, emotional disharmony and hur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b=－0.333, p=0.037). Organizational surveil-

lance and monitoring were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b=－0.254 

p=0.041).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has an effect 

on some dental hygienists. Thi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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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서비스중심의 산업으로 서비스 

업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 감정노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서비스업은 고

객을 대상으로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는 업종이며, 감정노동

은 감정 강화, 감정 위장, 감정 숨김과 조직의 감정 표현 규

칙에 있어서 감정은 관리를 받게 된다고 한다[2]. 서비스 업

종의 일부로 치과의료 시설 및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치

과종사자들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일상생활 및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수 있을 것이다[3].

한국에서는 IMF 금융외환위기 이후 병원의 경영 환경 변

화에 의해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은 경영의 어려움이 대두되

고, 심지어 존폐를 걱정할 위기까지 이르렀다[4]. 의료소비자

의 의식변화도 병원 의료 경영 변화에 한 몫 하였다.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점점 환자가 줄어드는 

반면, 기대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환

자가 몰려들기도 하였다[5]. 이에 따라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

영 시스템의 도입과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 강화 등 전

반적이 병원 시스템이 새롭게 변모하였다[6]. 병원과 직원 중

심에서 환자 고객 중심의 관리 운영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요구와 만족에 따라 병원 조직에서 정해놓은 매뉴얼과 규칙

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직원의 감정은 상관없이 부당

한 요구를 하는 환자 앞에서도 진료서비스의 만족을 위해 직

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 감정노

동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7].

이 등의 연구에서는 치과계에서도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

동에 이직의도와 근무기간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

며,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직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

하고 조직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8]. 또한 

백 등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 소비문화가 감정노동이라는 그

늘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본인의 감정을 숨긴 채 친절과 호

의로 응대하는 직업군에게 권위적이고 군림하기보다는 배려

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9]. 박 

등의 연구에서도 일부지역 치과위생사의 건장증진행위가 감

정노동과 삶의 질, 직무만족에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으

며, 치과위생사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증진 

행위를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0]. 최 

등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직무만

족과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

며,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건강상태 등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지원

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11]. 또한 감정노동, 조직

몰입,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정노동

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조직의 표현규칙이 요구하는 감정을 내면으로 수용하면서 

표현하는 내면연기의 촉진과 직무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 

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하였다[1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외부 경제적 충격, 사회적 자본, 사회적 

형평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정치적 이견, 사회적 

지위, 경제소득의 차이에서 결여된 자들이 불평등을 받음으

로써 발생되는 갈등이라고 하였으며, 치과 내에서 고객중심

의 진료서비스에서 초래하는 감정노동이 삶의 만족도에 상당

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13]. 최근 치과위생사

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삶에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 및 부산 지역의 치

과위생사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을 관리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책임감 부여와 직업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 방안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8월 20일부터 9월 30까지 경남 및 부산 

소재에 있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

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지 중

에 주요 항목의 결측값으로 인해 연구에 이용 할 수 없는 설

문지 31부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26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동의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승인번호:DIRB－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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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12)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을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조사방법은 연

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치과위생사들을 대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감정노동에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부분의 구조화된 요인으로 구성하였

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특성(9문항), 감정노동(26문항), 삶

의 만족도(3문항)등을 측정하는 총 38문항이며, 각 요인별 세

부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2.1. 인구사회학적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결혼유무, 치과 내 

담당업무, 근무기간, 고용형태, 교대근무, 휴일근무의 9개 문

항을 고려하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4년대 졸업, 대학원 졸업

으로 3개의 범주로 측정하였으며, 치과 내 담당업무는 리셉

션, 진료실, 상담업무로 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근무기간

은 1년 이상~5년 이하, 6년 이상~10년 이하, 11년 이상~16년 

이하, 16년 이상으로 4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고, 교대근무와 휴일근무는 

‘있다’와 ‘없다’의 2개 범주로 측정하였다. 

2.2. 감정노동 측정

감정노동 평가도구는 한국형 감정노동 및 작업장폭력 평가

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2013년 장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용

하였다[14]. 5개 요인으로 감정부조화 및 손상(5문항), 감정조

절의 요구 및 규제(5문항),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4문

항),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5문항),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

계(7문항)로 구성하였으며, 각 세부 요인별 점수는 4점 리커

트(Likert)척도로 기록된 응답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1점, 가

장 큰 점수를 4점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감정부

조화 및 손상 Cronbach’s α= 0.842,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Cronbach’s α= 0.710,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Cronbach’s 

α= 0.747,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Cronbach’s α= 0.757,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 Cronbach’s α= 0.623이었다.

2.3. 삶의 만족도 측정 

삶의 만족도 측정은 세계 가치관 조사(WVS)에서 이용하고 

있는 평가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측정하였다[15]. 삶의 만족도

는 문항에는 총 3문항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 나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10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이 불만족이고 10점이 만족상태 

높으며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최저 3점에서 최고 30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0.661이었으며, 평균±표준편차는 6.34±

1.45점이었다.

3. 자료 분석 및 방법

자료 분석에 앞서 설문지의 각 세부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을 하였

다. 수집된 자료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입력오류를 확인한 후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

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수

준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 또는 일

변량분산분석법(one way ANOVA)을 수행하여 검정하여, 일

변량분산분석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의 다중비교법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또

한 감정노동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성을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에 미치는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삶

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감정노동 상태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2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며, 통계

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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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여자가 96.3%, 남자가 3.7%이며, 나이는 20~25세가 

69.1%, 26~30세가 20.4%, 31세 이상이 10.4%였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77.3%, 4년제 졸업 20.4%, 대학원 졸업아 2.2%이

었다. 결혼유무에서 미혼이 86.2%, 기혼이 13.8%, 치과 내 업

무에서 리셉션 업무가 5.9%, 진료실 업무 87.7% 상담업무 

6.3%였다. 근무기간은 1년~5년까지 78.1%, 6년~10년까지 

15.2%, 11년~15년 5.2%, 16년 이상이 1.5%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92.2%, 비정규직 7.1%였으며, 교대근무유무에서 ‘있

다’가 5.2%, ‘없다’가 94.8%, 휴일근무유무에서는 ‘있다’가 

90.3%, ‘없다’가 9.7%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감정 부조화 및 손상의 평균은 2.46점이었

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더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3).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정 부조화 및 손상이 높았으

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4).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감

정 부조화 및 손상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p=0.294). 결혼유무에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높

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치과 내 업무

형태에 따라서는 상담에서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근무기간에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감정부조화 및 손상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의 

평균은 3.26점이었다.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907), 나이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학력이 높을수록 감정 조절의 요구 

및 교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171). 근무기간이 길수록 감정 조절의 요구 및 규제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고객

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평균은 2.71점이었다. 성별에서는 여

자가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의 갈등이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

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학력수준도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13). 결혼유무, 업무

형태 및 근무기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1).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의 평균을 2.14점이었

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의 점수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1, p=0.035).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의 평균은 2.67점

이었다. 성별에 따라 여자보다 남자가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8). 연령이 증가 할

수록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는 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학력수준이 낮을수

록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의 점수가 높았으며, 결혼의 유무

에서도 미혼이 점수가 높았다. 업무형태에서는 진료실 항목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기간도 짧을수록 점수가 높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10(3.7)

  Female 259(96.3)

Age

  20－25 186(69.1)

  26－30 55(20.4)

  31 이상 28(10.4)

Education

  College 208(77.3)

  University 55(20.4)

  Postgraduate 6(2.2)

Marriage

  Single 232(86.2)

  Married 37(13.8)

Duty

  Reception 16(5.9)

  Treat－room 236(87.7)

  Counselling 17(6.3)

Working period (year)

  1－5 210(78.1)

  6－10 41(15.2)

  11－15 14(5.2)

  ≥16 4(1.5)

Employment

  Permanent 248(92.2)

  Temporary 19(7.1)

Shift work

  Yes 14(5.2)

  No 255(94.8)

Holiday work

  Yes 243(90.3)

  No 26(9.7)

Total           2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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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difference of emotional labo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b The sam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p＞0.05).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procedure.

Emotional 

disharmony 

and hurt

t/F(p)

Emotional 

demanding 

and regulation

t/F(p)

Overload and 

conflict in 

customer 

service

t/F(p)

Organizational 

surveillance 

and monitoring

t/F(p)

Organizational 

supportive 

and protective 

system

t/F(p)

Total 2.46±0.67 3.26±0.46 2.71±0.61 2.14±0.73 2.67±0.44

Gender

  Male 1.95±0.70 －2.497(0.013)  3.28±0.26 0.117(0.907) 2.05±0.21 －8.998(＜0.001) 1.92±0.65 －0.976(0.330) 2.97±0.25 2.215(0.030)

  Female 2.48±0.66 3.26±0.46 2.72±0.60 2.15±0.74 2.65±0.44

Age

20－25 2.44±0.67a 5.547(0.004) 3.23±0.45a 8.467(＜0.001) 2.59±0.58a 22.178(＜0.001) 2.16±0.74 0.405(0.670) 2.73±0.40a 12.060(＜0.001)

26－30 2.34±0.56a 3.20±0.44a 2.74±0.48a 2.07±0.64 2.61±0.41a

≥31 2.83±0.75b 3.59±0.43b 3.36±0.63b 2.20±0.87 2.32±0.55b

Education

  College 2.45±0.65 1.230(0.294) 3.23±0.45 1.779(0.171) 2.67±0.57a 4.436(0.013) 2.18±0.72a 7.889(＜0.001) 2.65±0.41a 9.872(＜0.001)

  University 2.45±0.70 3.32±0.45 2.74±0.71a 2.14±0.72a 2.79±0.47a

  Post－

graduated
2.88±0.96 3.53±0.57 3.41±0.56b 1.00±0.00b 2.00±2.00b

Marriage

  Single 2.14±0.65 －3.214(0.001) 3.24±0.50 －1.715(0.088) 2.63±0.58 －5.322(＜0.001) 2.15±0.72 0.120(0.904) 2.73±0.39 4.850(＜0.001)

  Married 2.78±0.67 3.38±0.48 3.18±0.56 2.13±0.82 2.27±0.54

Duty

  Reception 1.83±0.63a 11.048(＜0.001) 3.30±0.49 1.183(0.308) 2.81±0.70a 7.939(＜0.001) 1.84±0.80 1.727(0.180) 2.42±0.51ab 16.613(＜0.001)

  Treatroom 2.47±0.65b 3.24±0.45 2.66±0.60a 2.15±0.72 2.72±0.40a

  Counseling 2.87±0.46b 3.42±0.50 3.25±0.40b 2.29±0.83 2.16±0.51b

Working period (year)

1－5 2.39±0.66a 7.47(＜0.001) 3.25±0.44ab 5.120(0.001) 2.64±0.58a 11.265(＜0.001) 2.16±0.74a 2.910(0.035) 2.70±0.43a 12.202(＜0.001)

6－10 2.50±0.55ab 3.15±0.46a 2.70±0.60a 2.12±0.64a 2.70±0.36a

11－15 3.14±0.66ab 3.65±0.45ab 3.46±0.44b 2.32±0.80a 2.44±0.33a

≥16 3.16±0.38b 3.70±0.11b 3.50±0.00b 1.12±0.14b 1.50±0.08b

Employment

  Permanent 2.47±0.66 1.354(0.177) 3.25±0.46 －0.021(0.308) 2.70±0.62 －0.780(0.436) 2.16±(0.73) 1.539(0.125) 2.66±0.44 0.149(0.882)

  Temporary 2.26±0.78 3.36±0.40 2.80±0.49 1.89±0.78 2.65±0.47

  Shift work

Yes 2.56±0.61 0.321(0.543) 3.58±0.40 0.330(0.780) 2.82±0.44 0.147(0.710) 2.14±0.58 0.129(－0.030) 2.58±0.41 0.720(－0.758)

No 2.46±0.67 3.29±0.47 2.70±0.62 2.15±0.75 2.67±0.44

Holiday－work

Yes 2.49±0.64 0.002(1.723) 3.25±0.47 0.541(－1.412) 2.69±0.59 0.135(－1.464)  2.17±0.744 0.822(1.151) 2.67±0.43 0.566(－0.081)

No 2.25±0.90 3.38±0.40 2.87±0.75 1.99±0.67 2.6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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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성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감정부조화 및 손상과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의 상관관

계가(r=0.575, p＜0.001)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감정조절의 요구와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의 상관성(r=0.500, p＜0.001)에서도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와 감정부조와 및 손상에서

는 음의 상관성이 있었으며(r=－0.273, p＜0.001), 감정조절의 

요구에서 음의 상관성(r=－0.161, p=0.0080), 고객응대의 과부

하 및 갈등에서도 음의 상관성(r=－0.267, p＜0.001),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에서도 음의 상관성(r=－0.279, p＜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하지만 조직의 지지 및 

보호 체계와 삶의 만족도는 양의 상관성이 있었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r=0.072, p= 0.238). 

<Table 3> Correlation of the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1 2 3 4 5 6

1 －

2 0.417** －

3 0.575** 0.500** －

4 0.321** 0.249** 0.323** －

5 －0.101 －0.088 －0.213** 0.034 －

6 －0.273** －0.161** －0.267** －0.219** 0.072 －

1. Emotional disharmony and hurt 2. Emotional demanding and regulation 3. 

Overload and conflict in customer service 4. Organizational surveillance and 

monitoring 5. Organizational supportive and protective system 6. Life 

satisfaction

4.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 

감정노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감정노동을 독립변수로 두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둔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에서 설명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회귀

계수 추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독립변수의 예측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계산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평가하였다. 고려된 

설명변수들의 VIF 값이 모두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 값이 1.947로 

자기 상관성도 없었다. 적합 된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6.331, p＜0.001),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Adj R2=0.090). 감정부조화 및 손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0.333, p=0.037), 감

정부조화 및 손상 변수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는 

0.333감소하였으며,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에서도 삶의 만

족도가 0.254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b=

－0.254 p=0.041).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에서도 삶의 만

족도가 0.132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b=－0.312 p=0.093).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bd life 

satisfaction

Estimate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β p－value

Variance 

inflation 

factor

Emotional 

disharmony and 

hurt

－0.333 0.159 －0.154 0.037 1.586

Emotional 

demanding and 

regulation

0.012 0.215 0.004 0.954 1.388

Overload and 

conflict in 

customer service

－0.312 0.186 －0.132 0.093 1.809

Organizational 

surveillance and 

monitoring

－0.254 0.124 －0.129 0.041 1.172

Organizational 

supportive and 

protective system

0.109 0.196 0.033 0.581 1.061

Ⅳ. 고찰

본 연구는 한국의 조직문화와 치과계 서비스 산업의 특수

성을 반영한 치과위생사들의 감정 노동의 수준과, 감정노동

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진료

실 내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

이 삶의 만족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16]. 한

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순위가 14위

를 차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의료 직종에 비해서 치과

위생사의 감정노동 순위가 월등하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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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특히 치과위생사는 대인접촉빈도 부분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으며,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감정노동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이 클수록 이

직률이 높다고 보고 하였으며, 감정노동과 근무환경에 따라 

이직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8].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감

정노동의 하위요인이 5개 요인에서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감정

부화 및 손상에서는 성별, 나이, 결혼유무, 담당업무, 근무기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근무기간에 따

라 감정부조화 및 손상,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고객응대

의 과부하 및 갈등,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하지만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정부조화 

및 손상, 감정조절의 규제,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과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에서는 점수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간 및 경력에 따라 조직 내의 감시 및 모니터링에서 

자유로워졌을 것이며, 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보호체계를 

받고 있는 위치에서 감정노동을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9]. 

박 등의 연구에서는 치과의료 패턴 변화로 감정노동이 사

회적 이슈가 되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

으며, 다양한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에부터 전문직 종사자에

까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치과상담업

무 종사자에서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응대

의 과부하 및 갈등서 치과상담 상담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점수가 3.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감정 노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성에서는 감정부조화 및 손상, 감정조절의 요구, 고객응

대의 과부하 및 갈등,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에서는 서로 

음의 상관성을 보였지만,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에서는 양

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을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조직 

내에서 업무를 지지하여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과

위생사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는 예방진료 뿐만이 아니라 진료 

협조 및 환자관리, 병원관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도가 못 미친다고 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을 파악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

다[20]. 치과위생사의 개인의 만족은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등의 연구에서 보

고하였다[2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추출을 하였기에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이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일반화하기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함

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삶의 만족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반

영하지 못하였고, 후속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를 

좀 더 객관환 된 조사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노동 및 삶의 만족도 측정방법도 설문지뿐만 아니

라 심층조사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 흐름과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한국 치위생계에서 감정노동

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향

후 연구에서 감정노동과 전신건강과 관련성을 심층 깊게 조

사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위생사가 직장 내 감정 노동의 강도

를 알아보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어 치과위생사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정노동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 심리적 요인에 대한 평가 및 예방대책과 정신

건강 및 전신건강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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