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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urveyonthejobstressofdentalhygienist
onworkingenvironment

Son,KyungOk,R.D.H.
Advisor:Prof.Kim,Dong-kie,D.D.S.,M.S.D.,Ph.D
DepartmentofHealth,
GraduateSchoolofHealth,ChosunUniversity.

kkkeeeyyywwwooorrrddd:Dentalhygienist,Jobstress,Workingenvironment
OOObbbjjjeeeccctttiiivvveeesss:::Accordingtovarietyrapidchangeofworkingenvironmentof
dentalclinics,dentalhygienistfacedtomanyjobstressintheirworking
place.Theaim ofthisstudywastoanalyzethestressfactors.
MMMaaattteeerrriiiaaalllaaannndddMMMeeettthhhoooddd:::26stressorsitem ofquestionnairewerescoredon
5-point scale. Summated score within professional job, working
environment(peer-group,patient,dentist)relatedcategoriesweresubmitted
toanalysisofgeneralcharacteristicsbyage,marriagestatus,career,etc.
206dentalhygienistthatworkinginGwang-jucity.
RRReeesssuuulllttt
1.Thescoreof5-pointscaleofjobstressshowedprospectandsupport
factorsondentalclinic(3.44),patients(3.41),dutyfactors(3.38),professional
role(3.19),interpersonalrelationship(2.66).

2.Thescoreof5-pointscaledutystresswasthehigheston20-25years
old(p<0.05),normalsizedentalclinic,notmarried(p<0.05),1-3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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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areer,andnotselfsupportedfamily.
3.Thescoreof5-pointscaleofprofessionalrolestresswasthehighest
on20-25yearsold,normalsizedentalclinic,notmarried(p<0.05)and
3-6yearsworkcareer.

4.The score of5-pointscale ofthe patients related stress was the
higheston 20-25 years old(p<0.05),normalsize dentalclinic,not
married,3-6yearsworkcareer(p<0.05)andlivewithparents.

5.Thescoreof5-pointscaleofinterpersonalrelationshipstresswasthe
higheston20-25yearsold,normalsizedentalclinic,notmarried,live
withparentsandnotselfsupportedfamily(p<0.05).

6.Thescoreof5-pointscaleofprospectandsupportrelatedstresswas
thehigheston20-25yearsold,normalsizedentalclinic,notmarried,
1-3 years work career,live with parents and notselfsupported
family(p<0.05).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Theseresultssuggestthatstresscontrolofworkingdental
hygienistshouldbeneedtomanagesystematically.



-1-

1.서 론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의 빠른 변화와 요구되는 업무내용이 다양해짐에 따
라 구강진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많은 직무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
다.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구강보건인력간의 직무도 전문화,세분화되면
서 스트레스정도도 심화되고 있다.
병원조직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다양성과 이질성이 현저하며,기술직 전

문적 개별성이 뚜렷한 업무의 특성상 구성원 간에 상호의존성이 높은 조직이
다.뿐만 아니라 병원조직은 일반대기업조직에서 나타나는 분파주의,책임회
피,부서간의 의사소통 단절,의사결정의 지연,냉소주의와 갈등의 심화,경직
화에 따른 유연성의 상실등과 같은 이른바 관료제 조직의 병리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때문에 병원관리자는 적극적
인 입장에서 계획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1).병원조직의 긍정
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은 병원 내 근무하는 인력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지금 어떤 조직이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상황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의사나 간호사,의료기사,의료
종사자들은 다른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직무에 있어서 생산성 감소 및 효율성의 감소를 초래하고
직업에 대한 불만을 증가 시킨다.그 결과 양질업무의 수행이 어려워지게 된
다2).
직무는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3)을 의미하고,스트레스(stress)는

생리적 반응이나 행동적 반응을 일으키는 실제위협 또는 (실제로는 아니나)
본인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의학적으로는 경험에 의해 부신피질호
르몬 및 카테콜라민이 상승하는 상황4)을 말한다.조5)의 연구를 보면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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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인한 생존반응이었던 신체반응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질환
을 일으킨다.오늘날 순환교대작업과 고도로 단조롭고 단편적인 직무,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오늘날의 근로자에게
는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담되지 않게 하려면,직무가 스트레스가 덜 조정 되도록 조정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노력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며,직업전환이나 직무개선
등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는 개인적으로나 병원의 환자에게

도 큰 영향을 미친다.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병원종사자에서의 스트레스
대책은 중요하다6).Selye7)는 "스트레스는 즐거운 것이든 즐겁지 않은 것이든
지 간에 신체기관에 어떤 부담을 주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비 특정적인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유스트레스는 즐거운 쪽의 스트레스를
말하며,스트레스 반응이 건전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
상을 의미한다.유스트레스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창조적 행동
과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반면 디스트레스는 환경적 요구가 개인의
능력이나 보유한 자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의 요구를 환경이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스트레스 반응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예측 가능
성과 통제가능성이다.따라서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조절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유스트레스가 디
스트레스보다 높게 받아들여져서 긍정적 결과가 야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구성원의 작업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 관리는 경영의 주요기능 중 하나이며,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직무스트레스의 발생원인,개인 및 조직차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전략
과 적정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직무과정 중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이에 영향을 주는 여려
변수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최대한 스트레스를 관리함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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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8).
따라서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

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치과 의료서비스
의 질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문
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현재 치과 위생사
의 직무의 대부분이 치과의사의 진료보조로서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는 점을 큰 불만요인이라고 한다.구강보건 향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팀들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치과 의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
어야 한다.
전문 인력으로서 전문직 자율성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다

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져야 한다.우선 전문직 자율성과 그것의 제도화
는 전문직과 전문직 서비스시장내부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거
시적인 사회구조와 사회변화와의 연관 하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전문직 자율
성의 특정한 형식을 조건 짓는 개별사회의 역사적 환경과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두 번째로 전문직의 자율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개별사회
의 전문직과 국가,시장과의 관계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의 자율성을 국가나 시장의 간섭과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 전문직 자율성은 하나의 고
정 불변하는 제도적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조건의 변화 안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들 간의 연대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 정립되어지는 역사적 산
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9).
치과위생사가 전문 인력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의 강화와 긍정적인 조직의 형성이 중요
하다 하겠다.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식의 개념과 특성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10).이에 치위생(학)과
교육과정도 전문 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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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대한 치과
위생사 협회 나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치과위생사의 미래보장에 대한 대응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11).
심6),고12),윤13)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면 병원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한편 신8)등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향상된 수준의 근무조건 및 원만한 직무활동
위해서는 지역사회구강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직
무활동 스트레스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국내뿐만 아니
라 병원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국외14),15),16)에서도 다수 이루어 졌다.
직무 스트레스는 장17)의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Occupational
StressScale:이하 KOSS)를 개발 표준화하였고,오18)등이 사용하였으며,김19)

의 연구에서는 한국판 직무스트레스척도의 개발이 연구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바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활
동에서의 스트레스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바람직한 근무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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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광주지역 치과위생사 협회에 가입하고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는 2007년 현재 약 1300명으로 조사되었다.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06명(15.8%)을 각 구별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고,구조
화된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설문문항의 직무 스
트레스 문항은 배20),이21)가 개발하여 심6),신8),고12),윤13),박22),남23)이 사용
하였으며,일련의 연구22)에서의 설문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하여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222...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지역사회구강진료기관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위해 배포된

300부의 설문지 중209부가 회수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71.3%의 응답
률을 보였다.회수 후 응답내용이 무성의하거나 불충분한 3부의 자료를 제외
하고 총 206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로는 일반적인 특성 7문항22),23)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스트

레스정도 5개의 항목을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매개변수는 없으며 종속변수
는 Likert의 5점 평점법으로 측정하였다.문항의 점수는 Likert5점 척도를 사
용하여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음 1점,거의 느끼지 않음 2점,약간 느낌
3점,심하게 느낌 4점,매우 심하게 느낌 5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내용으로 직무 스트레스 내용은 배20),이21),박22)의 설문지를 변

형하여 26문항(업무관련,전문가의 입장,환자와의 관계,대인관계,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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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래성과 지지)으로 측정하였고,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7문항으로 총 33문
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표표표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내내내용용용

항목 세부별 주요 설문내용 비고
1.일반적인 특성 연령,근무처,결혼상태,최종학력,근무경력

부모님과의 동거여부,급여가정경제 부담정도

2.직무스트레스요인 1)업무관련 6문항 5점 척도
2)전문가의 입장 4문항 5점 척도
3)환자와의 관계 5문항 5점 척도
4)대인관계 4문항 5점 척도
5)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 7문항 5점 척도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
의 가설적 개념(constructs)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타당도(factorialvalidity)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증명하는 구성타당
도의 형태이므로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construct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11).추줄 방법으로는 주성분 방법을 사용하였고 요
인과 문항간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인회전방법으로 베리맥스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요인분석결과 26개의 문항이 6개의 요인을 추
출하였으며 26개 문항 전체 변동에 대한 설명정도(누적분산)는 63.2%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신뢰도는 0.898이었다.
각 문항 별 업무관련(0.663),전문가의 입장(0.714),환자와의 관계(0.722),

대인관계(0.817),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0.808)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또한,조사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치과의원

에서 근무하는 30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하여 직무 스트레스
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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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업업업무무무활활활동동동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문문문항항항의의의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과과과 신신신뢰뢰뢰도도도
요인 문 항 요 인 신뢰도
업무 1.매일 접해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은 경우 0.745

0.660관련 2.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많은 경우 0.631
3.근무로 인하여 피로를 느끼는 경우 0.707
4.업무상 실수를 했을 경우 0.721
5.근무처에 복리후생시설(탈의실,휴게실 등)이 제대로 갖추
어져 있지 않을 경우 0.669

0.4726.자신의 업무에 자율성이 없는 경우
(수동적 업무) 0.665

0.663
전문 1.치과위생사 업무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0.582

0.714

가의 2.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
는 경우 0.717입장
3.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자신의 학문적 발전이 어려운 경우 0.467
4.치과위생사의 한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
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경우 0.556

환자 1.환자가 제대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0.744

0.722
와의 2.환자가 부적절한 요구로 끊임없이 매달리는 경우 0.758
관계 3.환자와의 좋은 관계형성이 어려운 경우 0.550

4.정신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한 환자를 접하는
경우 0.456
5.환자의 불만을 접하는 경우 0.504

대인 1.치과의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0.731
0.817관계 2.동료치과위생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0.738

3.보조원과 갈등이 있는 경우 0.713
4.타 직종(치과기공사,용역 등)과 갈등이 있는 경우 0.623

직장 1.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나 인식이 나쁘다고 생각될 경우 0.589

0.808

에서 2.환자나 보호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0.675
의 3.치과의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0.638
장래 4.수행한 업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경우 0.648
성과 5.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0.738
지지 6.급여가 타 직종 보다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0.603

7.현재의 직장이 개인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
끼는 경우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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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들을 전산입력하기 위해 부호화하고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PackageofSocialScience)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업무관련,전문가의 입장,환자와의 관계,대인관계,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2)검증된 요인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analysis)을 하였다.
3)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한 단순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이용하였고,각
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4)직무활동 스트레스와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5)업무활동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son의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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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333...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근무
처 및 staff수,결혼상태 여부,최종학력,근무경력,부모님과의 동거여부,가
계 부담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연령은 대부분 만 20세 이상-30세 미만이었고(85.4%),근무기관은
10명 이상의 staff가 있는 치과의원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표 3).
결혼유무는 미혼이 78.6%(162명)으로 월등히 많았고,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이
78.2%(161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3).
근무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0.1%(62명)의 분포로 가장 많았고,6년

이상 28.6%(59명),1년 미만은 16.5%(34명),3년 이상-6년 미만은 24.8%(51
명)이었다(표 3).
부모님과의 동거여부는 동거 51.3%(102명),비 동거 48.7%(97명)로 각각 나

타났으며,가계 부담 정도는 약간 부담 29.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절반
정도 부담 26.6%(53명),전혀 부담 없음이 25.6%(51명)이었으며,전적으로 부
담 18.6%(37명)이었다(표 3).



-10-

표표표 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분분분포포포

일반적 특성 구 분 명 백분율(%)
연 령 20세 이상-25세 미만 97 47.1

25세 이상-30세 미만 79 38.3
30세 이상 30 14.6

근 무 처 치과의원staff10명 미만 55 26.7
치과의원staff10명 이상 76 36.8
치과병원 51 24.8
대학 부속병원 24 11.7

결 혼 유 무 미혼 162 78.6
기혼 44 21.4

최 종 학 력 전문대졸 161 78.2
대졸이상 45 21.8

근 무 경 력 1년 미만 34 16.5
1년 이상-3년 미만 62 30.1
3년 이상-6년 미만 51 24.8
6년 이상 59 28.6

부모님과 동거여부 동거 107 51.9
비 동거 99 48.1

가정경제 부담 정도 전적으로 부담 38 18.5
절반 정도 부담 54 26.2
약간 부담 60 29.1
전혀 부담 없음 54 26.2

333...222...치치치과과과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요요요인인인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치과위생사의 직무활동에서의 스트레스를 업무관련,전문가의 입장,환자와

의 관계,대인관계,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Likert5점 척도로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다.
5개 항목 평균은 3.34점으로 나타났고.그 중에서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 항목(3.44)이 가장 높았고,대인관계항목(2.66)이 낮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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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요요요인인인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정정정도도도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요 인 스트레스점수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 333...444444±±±000...666777
환자와의 관계 3.41±0.68
업무관련 3.38±0.48
전문가의 입장 3.19±0.61
대인관계 2.66±0.57
계 3.34±0.84
;5점 척도

333...222...111...직직직무무무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직무관련 요인 문항별 스트레스는 ‘업무상 실수했을 경우’(3.84)가 가장 높

았고,‘근무처에 복리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2.96)낮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표표표 555...업업업무무무관관관련련련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문 항 스트레스점수
1.매일 접해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은 경우 3.31±0.74
2.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많은 경우 3.33±0.77
3.근무로 인하여 피로를 느끼는 경우 3.46±0.74
4.업무상 실수를 했을 경우 333...888444±±±000...888999
5.근무처에 복리후생시설(탈의실,휴게실 등)이 제대로 갖추
어져 있지 않을 경우 2.96±0.87

6.자신의 업무에 자율성이 없는 경우
(수동적 업무) 3.33±0.77

;5점 척도

333...222...222...전전전문문문가가가의의의 입입입장장장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전문가의 입장 문항별 스트레스는 ‘치과위생사의 한계로 인하여 자신의 능

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3.33)가 가장 높았고,
그 외 항목은 비슷하였으며,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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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666...전전전문문문가가가의의의 입입입장장장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문 항 스트레스점수
1.치과위생사 업무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3.17±0.76

2.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3.12±0.91

3.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자신의 학문적 발전이 어려운 경우 3.13±0.81
4.치과위생사의 한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경우 333...333333±±±000...888444

;5점 척도

333...222...333환환환자자자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환자와의 관계 문항별 스트레스는 ‘환자가 부적절한 요구로 끊임없이 매달

리는 경우’(3.64)가 가장 높았고,‘환자와 좋은 관계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낮
았다(표 7).

표표표 777...환환환자자자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환자와의 관계 스트레스점수
1.환자가 제대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39±0.74
2.환자가 부적절한 요구로 끊임없이 매달리는 경우 333...666555±±±000...888222
3.환자와의 좋은 관계형성이 어려운 경우 3.17±0.69
4.정신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한 환자를 접하
는 경우 3.18±0.79

5.환자의 불만을 접하는 경우 3.60±0.81
;5점 척도

333...222...444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인관계 문항별 스트레스는 ‘동료 치과위생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3.51)가

가장 높았고,‘타 직종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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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대인관계 스트레스점수

1.치과의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3.45±0.97
2.동료치과위생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333...555111±±±000...999555
3.보조원과 갈등이 있는 경우 3.08±0.95
4.타 직종(치과기공사,용역 등)과 갈등이 있는 경우 2.89±0.92
;5점 척도

333...222...555...직직직장장장에에에서서서의의의 장장장래래래성성성과과과 지지지지지지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문항별 스트레스는 ‘치과의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3.73)가 가장 높았고,‘현재의 직장이 개인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
지 않는 다고 느끼는 경우’(3.19)는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9).

표표표 999...직직직장장장에에에서서서의의의 장장장래래래성성성과과과 지지지지지지 문문문항항항별별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 스트레스점수
1.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나 인식이 나쁘다고 생각될
경우 3.26±0.90

2.환자나 보호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3.66±0.84
3.치과의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333...777333±±±000...999666
4.수행한 업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경우 3.37±0.69
5.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3.07±0.81
6.급여가 타 직종 보다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3.68±0.96
7.현재의 직장이 개인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3.19±0.99

;5점 척도

333...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들

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는 분석한 바 연령에 따

른 직무 스트레스 분석에서 연구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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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25세 미만에서는 업무관련,전문가의 입장,환자와의 관계,대인관
계,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의 모든 항목에서 스트레스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연령층에서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
가 가장 높았다.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정도는 업무관련과 대인관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났다(표 10).

근무처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분석에서 근무처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
과 치과의원에서는 환자와의 관계와 직장에서의 장래성 지지 항목에서 스트
레스가 높았고,치과병원,대학부속병원은 업무관련과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요인에서 스트레스점수가 가장 높았으며,근무처에 따른 대인관계는 모
든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았다(표 10).
결혼상태 여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분석에서 결혼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미혼,기혼인 경우 환자와의 관계,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요
인에서 스트레스가 많았고,모든 대인관계 항목에서 미혼의 치과위생사의 스
트레스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유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관
련과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값이 나타났다(표 10).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분석에서 최종학력에 따라 분류하여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분류한 결과 전문대졸의 치과위생사는 업무관련,환자와의
관계,대인관계,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의 요인에서 대졸이상의 치과위생
사보다 스트레스가 높았으며,그에 비하여 대졸이상의 치과위생사는 전문가
의 입장 요인의 스트레스에서 높았다.전문대졸,대졸이상 모두 업무관련과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항목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모
든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았다(표 10).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분석에서 근무경력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

한 결과 근무경력 1년 미만에서는 업무관련,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환자
와의 관계,3년 이상-6년 미만,6년 이상인 치과위생사는 직장에서의 장래성
과 지지항목의 스트레스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근무 경력과 직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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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부모님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분석에서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가 비동거인 경우 치과위생사
보다 스트레스가 높았고,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 항
목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대인관계 항목의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표 10).
가정경제부담 정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분석에서 가정경제부담 정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전적부담과 부담 없음에서는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
지요인 스트레스가 높았고,가정경제부담이 절반정도부담과 약간 부담하는
경우에서는 환자와의 관계요인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가정경제부담
정도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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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000...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항항항목목목별별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특성 구분 업무관련
요인

전문가의
입장

환자와의
관계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장래성과지지
연령 20-25세 3.47±0.42a 3.24±0.60 3.45±0.51 2.77±0.54a 3.50±0.55

26-30세 3.37±0.46a 3.10±0.58 3.40±0.87 2.63±0.57ab 3.45±0.75
30세 이상 3.12±0.62b 3.23±0.72 3.31±0.61 2.39±0.58b 3.27±0.78
p값 000...000000333 0.315 0.634 000...000000666 0.282

근무 의원(10명미만) 3.47±0.52 3.23±0.65 3.58±0.97 2.76±0.52 3.58±0.72
처 의원(10명이상) 3.31±0.47 3.09±0.64 3.41±0.51 2.65±0.65 3.40±0.62

치과병원 3.42±0.51 3.30±0.57 3.30±0.56 2.64±0.51 3.43±0.70
대학부속병원 3.33±0.35 3.17±0.48 3.31±0.54 2.52±0.49 3.32±0.62
p값 0.282 0.286 0.158 0.368 0.335

결혼
유무

미혼 3.43±0.44 3.19±0.59 3.45±0.70 2.71±0.56 3.47±0.59
기혼 3.20±0.58 3.18±0.69 3.28±0.58 2.47±0.55 3.34±0.91
p값 000...000000777 0.896 0.137 000...000111333 0.270

최종 전문대졸 3.39±0.48 3.17±0.62 3.45±0.72 2.69±0.61 3.45±0.70
학력 대졸이상 3.34±0.47 3.24±0.59 3.29±0.48 2.62±0.38 3.43±0.53

p값 0.516 0.523 0.165 0.616 0.894

근무 1년 미만 3.40±0.50 3.19±0.51 3.34±0.48 2.72±0.79 3.40±0.55
경력 1-3년 미만 3.45±0.40 3.23±0.63 3.65±0.90 2.71±0.49 3.54±0.55

3-6년 미만 3.42±0.50 3.24±0.64 3.32±0.50 2.69±0.51 3.44±0.59
6년 이상 3.26±0.51 3.09±0.62 3.30±0.56 2.55±0.54 3.38±0.88
p값 0.159 0.565 000...000111444 0.373 0.589

부모 동거 3.45±0.49 3.24±0.64 3.46±0.73 2.76±0.57 3.51±0.58
동거 비 동거 3.31±0.46 3.13±0.57 3.37±0.61 2.55±0.55 3.38±0.75
여부 p값 000...000333999 0.174 0.340 000...000000888 0.166

가계 전적 부담 3.39±0.50 3.19±0.64 3.40±0.58 2.68±0.49ab 3.57±0.94
부담 절반 부담 3.37±0.54 3.24±0.67 3.44±0.54 2.67±0.54ab 3.40±0.60
정도 약간 부담 3.29±0.45 3.08±0.46 3.45±0.97 2.47±0.64a 3.31±0.52

부담 없음 3.47±0.43 3.31±0.66 3.36±0.46 2.85±0.51b 3.55±0.64
p값 0.276 0.181 0.882 000...000000444 0.155

요소별 구분합은 100%임,onewayANOVA:문자 a,b는 동일집단군임,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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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업업업무무무활활활동동동과과과 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직무활동에서 스트레스 각 요인들에 대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10)과 같다.업무관련은 전문가의 입장(r=0.526),환자와의 관계(r=0.392),
대인관계(r=0.414),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r=0.444)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의 입장요인은 환자와의 관계(r=0.251),대인
관계(r=0.296),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r=0.52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다.환자와의 관계는 대인관계(r=0.361),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r=0.42)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인관계는 직장에서의 장래성
과 지지(r=0.522)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즉 본 연구 결과 모든 요인에
서 정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양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표 11).

표표표 111111...업업업무무무활활활동동동과과과 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요인 업 무 관 련
요인

전문적
역할

환 자 와 의
관계 대인관계 장 래 성 과

지지
업무관련
요인 1

전문적
역할 0.526** 1

환자와의
관계 0.392** 0.251** 1

대인관계 0.414** 0.296** 0.361** 1

장래성과
지지 0.444** 0.521** 0.420** 0.522** 1

**.상관계수는 0.01(양쪽)수준에서 유의함,N=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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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안안안

치과진료실은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과다한 업무 및 역할
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다.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에 중소형의
치과의원이 대형화 되면서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
어 이를 연구하고자 직무 스트레스요인을 조사하였다.
광주광역시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06명으로부터 수

집된 자료를 분석 하였으며,각 요인별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하여 이를 바
탕으로 연구하였다.연구에 포함된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분포는 근무하
는 치과위생사의 전형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20세 이상-30세 미만
(85.4%)의 미혼(78.6%)으로 전문대를 졸업(78.2%)한 치과위생사였다.그 외의
일반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김1),심6),신8),윤13),박22)의 연
구대상자와 유사하였으나,남23)에서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며 근무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
Helen24)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보면 면허 받은 지 14년 된 평균 나이가 36

세이고,69.3%가 결혼한 상태였다.이에 비해 본 연구의 치과위생사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고,미혼인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근무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기혼할 경우 대부분이 근무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이25)는 취업을 한 기혼여성은 가정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역

할까지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
게 된다.자발적으로 두 역할을 동시에 선택한 여성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
에서 상호의존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가정과 일터간의 공유 면을 분
석하는 보다 총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또한,홍26)의연구에서도 여
성의 전문직 취업증가로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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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렇기 때문에 미혼여성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치과위생
사 또한 가정과 일터의 상호 의존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결혼 후에도 구강보
건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대개 선진국을 보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결혼한 치과위생사는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 종일 근무처에 얽매여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어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경영자들 또한 미혼의 치과위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경향이 사라지도록 치과위생사는 선진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고
그에 따른 근무조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고 경영자들의 태
도 또한 변화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5점 척도에 치과위생사의 직무 활동 스트레스(평균

3.34)점으로 나왔으며,직무활동 스트레스 요인 중에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
지(3.44)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표 7).신8)의 직무 스트레스(평균
3.61),박22)의 직업성 스트레스(평균 3.37)보다 낮게 나타났다. 남23)의 보건
소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평균 3.3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에 따른 대인관계의 노련한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며 그로 인해 직무에 있어서 보건소 치과위생
사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윤13)의 임상간호사의 경우
스트레스(평균 3.61)였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 요인 중에 ‘치과
의사의 부당한 대우’(3.73)(표 12)를 받을 경우 점수가 높은 것은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와의 직무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치과 경영자는 치과위생사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주고,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겠다.환자와의 관계에서 ‘환자가 부적절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요구
하는 경우’(3.65)(표 10)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은 대개 비용을 깎아 달라거
나,상황에 맞지 않는 환자의 요구가 이어졌을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업무관련에서 ‘업무상 실수를 했을 경우’(3.84)(표 8)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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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느끼는 스트레스의 하나라고 본다.전문가의
입장 요인에서 ‘치과위생사의 한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3.33)(표 9)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치과
위생사가 전문적 역할에 대한 직무영역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익힌 전문가 입장의 역할이 이행되고 있지 못한다고 본다.대인관계요인에서
는 ‘동료치과위생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3.51)(표 11)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다.예전에는 직무와 관련한 보조원과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가 많
았으나,점차적으로 치과의원이 대형화 되어 감에 따라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같이 근무함으로써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서로 부딪힐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선행연구와 직무스트레스 설문문항이 박22)을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아 평균값을 비교하여 해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었다.
연구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업무관련,대인관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남23)은 연령과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대상자의 근무처가 달라서 값이 다르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김1),박22)의 조직 갈등 또한 연령이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갈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활동스트레스는 업무관련과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값이 나타났다(표 9).결혼을 함으로써 심리
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여 업무관련에서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대인관계를 활
발히 함으로써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23)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데,대상자의 근무처와 연령의 차이로 인한 것을 보인
다.
근무경력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1년 미만에서는 임상경력이 낮을수록 직무적인 부분에서 부족
하여 발전하기 위한 개개인의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3-4년에서 발
전의 기회가 없고 근무기간에 따른 처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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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이나 관리능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가 다
소 높은 이유 일 것으로 보이고, 남23)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환자와의 관
계에서 Strohl27)의 연구에서 환자의 약속은 치과위생사의 기쁨으로서 긍정적
인 분위기로 조절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이처럼 환자와의 좋은
관계형성이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요인을 줄일 수도 있고 기쁨을 찾는 방안
이라 하겠다.
부모님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직무활동 스트레스는 업무관련과 대인관계요

인의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대체적으로 부모
님과 동거할 경우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고 의지 할 사람이 있어서 스트레스점수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가정경제부담 정도에 따른 직무활동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요인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9).남23)은 가정경제부담 정도가 절반정도부담
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았는
데,가정경제를 부담함으로서 오는 책임감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적
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영역에 있어서 정확한 분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팀별 또는
진료과별 정기적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
스 요인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오18)의 연구에서 보면 직무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방향으로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관리프로그램을 제시하였
다.조직적 차원에서는 브레인스토밍방법도입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스트
레스를 파악하여 스트레스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개
인적 차원으로는 대처양식-자기관리기법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지적 대처방법으로 행동수정기법이나 인지수정기법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영
역으로서 긴장이완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하지만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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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7)의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OccupationalStressScale:
이하 KOSS)의 개발 및 표준화와 김19)의 연구에서 한국판 직무스트레스척도
의 개발된 연구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측정도구의 척도 및
측정도구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대상자가 전체 지역사회구강진료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

고 연구자의 임의추출로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 국한되어 모형
의 일반성을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설문도구 작성에 있어 치과위생
사에 적합한 표준문항이 없고 자기 기입식이라는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
어 져서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향후 다양하고 많은 구강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검증하여 수정보완 함으로써 일반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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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의 빠른 변화와 요구되는 직무내용이 다양해짐에 따
라 구강진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많은 직무스트레스에 직면해 있
다.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구강보건인력간의 업무도 전문화,세분화되면
서 스트레스정도도 심화되고 있어 지역사회구강진료기관의 치과위생사의 입
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업무활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광주광역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각 구별로 편의 추출법을 이용
하여 206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5점 척도의 직무 스트레스 분석결과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3.73),환자
와의 관계(3.41),업무관련(3.38),전문가의 입장(3.19),대인관계(2.66)순으
로 나타났다.

2.업무관련 스트레스는 20-25세(p<0.05),치과의원(10명 미만),미혼(p<0.05),
근무경력 1-3년,가정경제부담이 없는 경우에서 가장 높았다.

3.전문가의 입장 스트레스는 20-25세,치과의원(10명 이상),미혼,대졸이상,
근무경력 3년-6년 경우에서 가장 높았다.

4.환자와의 관계 스트레스는 20-25세,치과의원(10명 미만),미혼,근무경력
1-3년(p<0.05),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서 높았다.

5.대인관계 스트레스는 20-25세,치과의원(10명 미만)미혼,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정 경제 부담이 없는 경우 높았다(p<0.05).

6.직장에서의 장래성과 지지 요인 스트레스는 20-25세,치과의원(10명 미만),
미혼,1-3년 근무경력,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정경제부담을 전적으로 하
는 경우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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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활동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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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광주주주지지지역역역 치치치과과과위위위생생생사사사의의의
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조조조사사사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

안안안녕녕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치과위생
사 손 경옥입니다.
본 설문지는 치과위생사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
레스의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작성 된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잠시 시간을 할애 하시어 응답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귀하께서 주시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에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2007년 7월-8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전공

연구자 :손 경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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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직무활동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종류를 나열한
항목입니다.각 항목을 읽으시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내 용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전혀
느끼지
않음

거의
느끼지
않음

약간
느낌

심하게
느낌

매우
심하게
느낌

업
무
관
련

1.매일 접해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은 경우
2.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많은 경우
3.근무로 인하여 피로를 느끼는 경우

4.업무상 실수를 했을 경우
5.근무처에 복리후생시설(탈의실,휴게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6.자신의 업무에 자율성이 없는 경우
(수동적 업무)

전
문
가
의

입
장

7.치과위생사 업무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느
끼는 경우
8.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 아
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9.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자신의 학문적 발전이
어려운 경우
10.치과위생사의 한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경우

환
자
와
의

관
계

11.환자가 제대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2.환자가 부적절한 요구로 끊임없이 매달리는
경우
13.환자와의 좋은 관계형성이 어려운 경우
14.정신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한
환자를 접하는 경우
15.환자의 불만을 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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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전혀
느끼지
않음

거의
느끼지
않음

약간
느낌

심하게
느낌

매우
심하게
느낌

대
인
관
계

16.치과의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17.동료치과위생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18.보조원과 갈등이 있는 경우
19.타 직종(치과기공사,용역 등)과 갈등이 있는
경우

직
장
에
서
의

장
래
성
과
지
지

20.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지위나 인식이 나쁘다
고 생각될 경우
21.환자나 보호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22.치과의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23.수행한 업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경우

24.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25.급여가 타 직종 보다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26.현재의 직장이 개인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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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해당란에 기입하거나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연령 :만 ____세

2.근무처
① 치과의원(staff ___명) ② 치과병원 ③ 대학 부속병원

3.귀하의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결혼 ③ 기타

4.귀하의 최종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5.치과위생사로서의 근무경력:___년 ___개월

6.부모님과의 동거여부
① 동거 ② 비 동거

7.급여 가정 경제 부담 정도
① 전적으로 부담
② 절반 정도 부담
③ 약간 부담
④ 전혀 부담 않음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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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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