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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emotional labor. 

Methods: For this study, 198 dental hygienists in Busan, Ulsan and Kyungnam a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4.0 program. 

Results: We obtained the next results. First, sub-factor of resilience that has affected emotional labor is emotion control(β=-.281) and relationship

(β=.142), R2=.088. Second, sub-factor of emotional intelligence that has affected emotional labor is regulation of emotion(β=-.218) and 

other's emotion appraisal(β=.171), R2=.063.

Conclusion: These result indicat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emotional labor of dental hygieni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intervention programs considering emotion control, relationship, regulation of emotion and other's emotion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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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치과의료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은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에 대한 기대수준을 급격히 높였으며, 그로인해 의료기관들은 

고객중심의 경영전략과 적극적 마케팅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1].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내원하여 치료처치가 끝날 때까지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행위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2]. 이에 따라 환자와의 접점부서에서 진료와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치과

위생사의 심리적 부담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노동은 직무나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응대 대상자에게 특정한 감정만을 표현

하고 제공하는 것으로[3], 성미경 등[4]은 치과위생사의 감정노

동을 근무 중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상대방이 원하는 표현에 

차이가 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하고, 치과위생사로서

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감정을 표현하려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지나칠 경우 종사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의 이윤

창출 및 서비스 성과를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5]. 이에 의료기관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감성적 능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 중 긍정적 요소인 감성지능

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조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6],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동기를 찾아내고 

충돌을 방지하며 만족을 지연시킴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7], 단지 자기감정에 솔직히 반응하거

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

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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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여주고 있다[8].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유연

한 반응을 통해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은

[9], 힘든 역경과 문제 상황을 직면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긍정적 힘으로[10], 경험과 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다[11].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

도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에, 스트레스를 극복한 후에는 더욱더 

향상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직무만족도는 올라가며, 이직

의도는 낮아진다[12].

그동안 국내에서 직업군에 따른 감정노동, 감성지능 및 회복탄

력성에 대한 단편적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감정노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상 증대되고 

있는 감정노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성지능

과 회복탄력성의 하부요인을 살펴보고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치과의료기관의 핵심인력인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근무하는 총 198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

위생사의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감성지능, 회복탄

력성 및 감정노동에 대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12문항, 감성지능 16문항, 감정

노동 9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근무경력, 월평균급

여, 근무지, 결혼여부,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신 등[11]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 27개 문항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고유 값 1.0이상, 요인적재치 0.4 이상을 기준으로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합

하지 않는 2개 문항을 제거하여 25문항 7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7개의 요인은 감정통제력(6문항), 생활만족도(3문항), 공감능력

(3문항), 감사하기(4문항), 관계성(3문항), 원인분석력(3문항), 

커뮤니케이션능력(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878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요인별로는 감정통제력 .781, 생활만족도 .812, 공감능력 .806, 

감사하기 .755, 관계성 .802, 원인분석력 .639, 커뮤니케이션능력 

.674로 나타났다.

3)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 & Law[13]가 사용한 감성지능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감성지능 16개 문항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고유 값 1.0이상, 요인적재치 0.4 이상을 

기준으로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합하지 않는 1개 문항을 제거하여 15문항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4개의 요인은 자기감성이해(4문항), 타인감성이해

(3문항), 감성조절(4문항), 감성활용(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는 .871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하부요인인 자기감성

이해 .855, 타인감성이해 .728, 감성조절 .869, 감성활용 .796으

로 나타났다.

4)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이[14]가 사용한 감정노동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658으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고 분석하였으며, 감정노동, 감성지능 및 회복탄

력성에 대한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및 감정노동의 차이는 t-test 

검증, 분산분석(ANOVA)를 사용하였다.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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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Career length 

(year)

≤1 49 25.0

1-3 43 21.9

3-7 65 33.2

7< 39 19.9

Income monthly 

(10,000won)

<150 3 1.5

150-200 116 59.2

200-250 58 29.6

250-300 13 6.6

300≤ 6 3.1

Medical institution
Dental clinic 138 70.4

Dental hospital 58 29.6

Marital status
Married 48 24.5

Unmarried 148 75.5

Main job

management 22 11.2

Assistance 161 82.1

consultation 13 6.6

Total 196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및 감정노동의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Table 1>과 

같다. 근무연수는 3-7년이 65명(33.2%), 월 급여는 150~200만원

이 116명(5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지는 

치과의원이 138명(70.4%)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업무는 진료보

조업무 82.1%, 행정업무 11.2%, 상담업무 6.6%의 순으로 나타

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감성지능 및 감정

노동 분석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감성지능 및 감정노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근무년수에 따른 조사에서 감정통제력, 원인분석력 및 커뮤니

케이션능력의 경우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1-3

년이 생활만족도, 자기감성이해, 감성지능 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급여의 경우에서는 250-300만원이 감정

통제력, 공감능력, 원인분석력, 회복탄력성, 자기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활용 및 감성지능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요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지의 경우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감정

통제력, 원인분석력, 감정조절 요인이 치과병원 근무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감정노동이 

치과의원 근무자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보다 감사하기, 원인분석력 및 감성지능 요인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담당업무에 따른 조사에서는 상담업무, 행정업

무, 진료보조업무의 순으로 생활만족도, 원인분석력 요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회복탄력성 요인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 요인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 회복탄력성의 하부요인을 독립변수로 감정노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하부요인 

중 감정통제력과 관계성의 순으로 감정노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8%였다<Table 3>. 

회복탄력성 하부요인 중 생활만족도, 공감능력, 감사하기, 원인분

석력, 커뮤니케이션능력 요인은 감정노동에 유의한 설명력을 제

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감성지능 요인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 요인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감성지능의 하부요인을 독립변수로 감정노동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감성지능의 하부요인 중 감성

조절과 타인감성의 이해 순으로 감정노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3%였다<Table 4>. 

감성지능 하부요인 중 자기감성이해와 감성활용 요인은 감정노동

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직무수행을 위해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사람

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치과위생

사의 감정노동을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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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silience

Emotion Control Life satisfaction Empathy Be Grateful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Career length 

(year)

≤1 3.16±0.47

2.693

(0.047*)

3.12±0.57

4.479

(0.005**)

3.58±0.53

0.472

(0.702)

3.57±0.57

1.035

(0.378)

1-3 3.31±0.54 2.98±0.54 3.50±0.49 3.55±0.62

3-7 3.35±0.57 3.11±0.63 3.47±0.61 3.63±0.66

7< 3.48±0.53 3.46±0.73 3.56±0.48 3.78±0.69

Income 

monthly

(10,000won)

<150 3.50±0.44

5.681

(0.000**)

3.33±0.33

5.997

(0.000**)

3.22±0.19

2.958

(0.021*)

2.92±0.14

5.205

(0.001**)

150-200 3.18±0.49 3.03±0.50 3.45±0.55 3.52±0.59

200-250 3.48±0.54 3.19±0.59 3.62±0.51 3.73±0.60

250-300 3.67±0.64 3.74±0.78 3.87±0.50 4.08±0.79

300≤ 3.64±0.40 3.78±0.72 3.28±0.44 4.13±0.72

Medical 

institution

Dental clinic 3.38±0.57 2.699

(0.008**)

3.16±0.67 0.380

(0.704)

3.53±0.53 0.467

(0.641)

3.61±0.63 -.658

(0.511)Dental hospital 3.18±0.43 3.13±0.56 3.49±0.56 3.67±0.65

Marital status
Married 3.42±0.53 2.062

(0.153)

3.48±0.61 18.276

(0.000**)

3.49±0.49 0.281

(0.596)

3.79±0.65 4.106

(0.044*)Unmarried 3.29±0.54 3.05±0.61 3.53±0.56 3.57±0.62

Main job

management 3.39±0.56

2.142

(0.120)

3.24±0.68

3.054

(0.049*)

3.35±0.61

1.514

(0.223)

3.65±0.77

0.602

(0.549)
Assistance 3.29±0.54 3.11±0.61 3.54±0.54 3.61±0.60

consultation 3.59±0.38 3.54±0.78 3.64±0.44 3.81±0.83

Total 3.32±0.54 3.15±0.63 3.52±0.54 3.63±0.64

Variables

Resilience

Relationship Causal analysis Communication Total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Career length 

(year)

≤1 4.05±0.62

0.700

(0.553)

3.27±0.47

8.308

(0.000**)

3.16±0.58

0.329

(0.804)

3.39±0.34

1.241

(0.174)

1-3 3.94±0.69 3.41±0.45 3.17±0.59 3.40±0.35

3-7 3.92±0.72 3.52±0.58 3.23±0.59 3.45±0.40

7< 4.09±0.74 3.79±0.46 3.26±0.48 3.62±0.40

Income 

monthly

(10,000won)

<150 3.33±1.45

1.148

(0.335)

3.33±0.33

5.280

(0.000**)

3.56±0.38

1.083

(0.366)

3.32±0.28

1.675

(0.013*)

150-200 3.97±0.66 3.37±0.50 3.14±0.58 3.36±0.35

200-250 3.99±0.71 3.60±0.49 3.28±0.56 3.56±0.34

250-300 4.10±0.70 3.95±0.57 3.31±0.57 3.81±0.53

300≤ 4.33±0.82 3.72±0.65 3.33±0.30 3.75±0.45

Medical 

institution

Dental clinic 3.95±0.66 -1.114

(0.267)

3.55±0.52 2.414

(0.017*)

3.23±0.58 0.840

(0.402)

3.48±0.39 1.091

(0.277)Dental hospital 4.07±0.76 3.35±0.52 3.16±0.52 3.41±0.36

Marital status
Married 3.92±0.78 0.708

(0.401)

3.72±0.53 12.981

(0.000**)

3.25±0.46 0.359

(0.550)

3.57±0.41 1.178

(0.236)Unmarried 4.01±0.66 3.41±0.51 3.19±0.60 3.43±0.37

Main job

management 4.12±0.83

0.533

(0.588)

3.65±0.50

4.386

(0.014*)

3.26±0.58

1.600

(0.205)

3.51±0.47

3.028

(0.051)
Assistance 3.97±0.68 3.44±0.53 3.18±0.57 3.43±0.37

consultation 4.05±0.57 3.82±0.46 3.46±0.48 3.69±0.38

Total 3.99±0.69 3.49±0.53 3.21±0.56 3.46±0.38

<Table 2> Difference of Emotional Labor,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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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 

appraisal

Other's emotion 

appraisal

Regulation of 

emotion

Use of 

emotion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Career length 

(year)

≤1 3.67±0.69

2.769

(0.043*)

3.45±0.56

1.801

(0.148)

3.08±0.74

1.411

(0.241)

3.08±0.68

2.200

(0.089)

1-3 3.60±0.58 3.31±0.55 3.10±0.71 3.10±0.53

3-7 3.66±0.57 3.36±0.63 3.08±0.71 3.18±0.56

7< 3.95±0.53 3.59±0.63 3.35±0.71 3.34±0.70

Income 

monthly

(10,000won)

<150 3.00±1.15

3.036

(0.019*)

3.22±0.19

1.029

(0.393)

3.33±0.14

1.947

(0.104)

3.50±0.43

3.941

(0.004**)

150-200 3.63±0.61 3.38±0.59 3.03±0.72 3.02±0.62

200-250 3.83±0.53 3.44±0.63 3.25±0.64 3.29±0.54

250-300 3.98±0.67 3.72±0.69 3.46±1.03 3.52±0.78

300≤ 3.88±0.21 3.39±0.57 3.42±0.58 3.38±0.44

Medical 

institution

Dental clinic 3.74±0.60 1.291

(0.198)

3.39±0.61 -.825

(0.411)

3.22±0.75 2.638

(0.009**)

3.19±0.61 1.556

(0.121)Dental hospital 3.62±0.62 3.47±0.58 2.95±0.60 3.04±0.64

Marital status
Married 3.83±0.60 2.584

(0.110)

3.49±0.64 1.029

(0.312)

3.26±0.70 1.737

(0.189)

3.30±0.69 3.902

(0.050)Unmarried 3.67±0.60 3.39±0.59 3.10±0.72 3.10±0.59

Main job

management 3.60±0.77
1.323

(0.269)

3.58±0.80
1.607

(0.203)

3.32±0.73
0.795

(0.453)

3.40±0.73
2.433

(0.090)
Assistance 3.70±0.58 3.38±0.57 3.12±0.72 3.11±0.59

consultation 3.94±0.55 3.59±0.61 3.06±0.68 3.27±0.68

Total 3.71±0.61 3.42±0.60 3.14±0.72 3.15±0.62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Labor

Total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Career length (year)

≤1 3.31±0.47

3.528

(0.016*)

3.30±0.46

0.579

(0.629)

1-3 3.25±0.40 3.36±0.45

3-7 3.32±0.45 3.32±0.48

7< 3.56±0.49 3.42±0.51

Income monthly 

(10,000won)

<150 3.27±0.40

3.901

(0.005**)

3.37±0.28

0.749

(0.560)

150-200 3.26±0.46 3.34±0.47

200-250 3.45±0.38 3.36±0.46

250-300 3.67±0.68 3.21±0.53

300≤ 3.52±0.31 3.61±0.63

Medical institution
Dental clinic 3.39±0.46 1.787

(0.075)

3.29±0.49 -2.206

(0.029*)Dental hospital 3.26±0.45 3.46±0.40

Marital status
Married 3.47±0.53. 4.350

(0.038*)

3.34±0.47 0.000

(0.989)Unmarried 3.31±0.43 3.34±0.48

Main job

management 3.47±0.61
1.286

(0.279)

3.53±0.58
2.830

(0.061)
Assistance 3.32±0.44 3.31±0.45

consultation 3.46±0.46 3.50±0.47

Total 3.35±0.46 3.34±0.47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or ANOVA. *p<.05, **p<.0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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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p)

Emotion Control -0.246 0.061 -0.281 -4.047(0.000)

Relationship 0.097 0.047 0.142 2.052(0.042)

F = 4.210, R2 = 0.088

<Table 3>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Resilience

Variables B SE β t(p)

Regulation of emotion -0.143 0.047 -0.218 -3.077(0.002)

Other's emotion appraisal 0.135 0.056 0.171 2.411(0.017)

F = 5.811, R2 = 0.063

<Table 4>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Emotional Intelligence

본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의 경우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감정통

제력과 원인분석력 요인이 높게 나타나 김[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경력이 많아질수록 목표달성을 위한 책임감

에 입각하여 일시적 충동을 인내하고 근본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근무경력 

1-3년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병원 내 인사관리

에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월급여에 따른 

조사에서는 회복탄력성은 250-300만원이 가장 높았고 150만원

이하가 가장 낮게 조사되어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적절한 자아통

제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주업무에 따른 조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원인분석력

에서 상담업무 종사자가 가장 높았으며 진료보조의 경우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업

무를 수행하는 상담자의 경우 유연한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3.35로 나타나 지방대학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이와 송[16]의 연구결과인 3.41보다 낮게 조사되

었다. 측정시기와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는 빈도가 높은 대학병원 간호사의 경우 치과위생

사보다 주위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감성지능

이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근무경력에 따른 조사에서는 7년 

초과 및 기혼자의 경우 감성지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감정노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 내 적응과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요구하는 기준대로 자기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5],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이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 치과병원 근무자가 치과의원 근무자보다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직의 규모가 큰 치과병원의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 내 많은 요구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감정노

동 인식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기에 인력관리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자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면 스스로의 감정을 잘 표현

함으로써 주변과 소통이 좋아지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져 감정

부족화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덜 받게 되며, 특히 감정노동자에게

는 감정조절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감정노동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17]. 본 연구 결과, 회복탄력성의 

하부요인 중 통제력은 부(-)의 영향을 관련성은 정(+)의 영향을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치과위생사가 

업무 중 받게 되는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즉각적 행동이나 일시적 충동을 인내할 수 있는 통제력 

증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성지능이 높으면 개인에게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 도전할만

한 요소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스트레스 사건들

을 통하여 그들의 감정적 반응에 도취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에[18], 감성지능은 감정노동에 따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19]. 본 연구결과 감성지능의 하부요인인 감성조

절은 감정노동에 부(-)의 영향을 타인감성의 이해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노동의 인식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좌절로부터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며, 비록 치과위생사 업무의 특성상 타인의 

감성을 충분히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주위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노동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의 운영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핵심인력인 치과위생사의 감성지

능과 회복탄력성을 감정노동 인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치과경영관리에 있어 인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초자

료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감정노동의 관련요인으로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에 국한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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