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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이미옥‡
진주보건 학교 치위생과

The Psycho-social Levels of Dental Hygienists

Mi-Oak Lee‡
Dep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Ⅰ. 서 론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국민에 

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건강관리사업에 한 복지정책

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의치보

철사업과 노인임플란트사업,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학교구

강검진, 치면열구전색[1]등의 사업 확 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

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

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

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

선 촬영업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 또한 치과의료기관

의 형화로 인하여 치과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치과위생사가 

증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서 치과위생사의 건강과 삶의 질은 치과 진료서비스의 질과 

진료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

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오과 원[3]은 치과위생사를 

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위험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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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is to offer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in dental hygienists' quality of life through 

grasp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stress in dental 

hygienis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1 to October 2011 targeting 

520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42 dental clinics in the Busan and Gyeongnam area. Psycho-social 

stress was surveyed by using the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 version). 

Out of this, 494 copies judged to have provided a sincere response were analyzed using a chi-square 

test, t-test and ANOVA by using SPSS program. Findings: The psycho-social stress levels felt by the 

dental hygienists stood at 2.25 points on average, indicating levels of less than moderate stress. In 

the outcom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age-based form came to 2.31±0.73 points 

in the age range 21-25, it being the highest. This lower age is linked to higher psycho-social stre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p<0.007). Psycho-social stress depending on job characteristics 

manifes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verage working hours(p<0.007), number of dental 

hygienists(p<0.045), the working strength felt by the individual hygienist(p<0.001), and with regard to 

break times(p<0.001). To boost the quality of life for dental hygienists, it is necessary to achieve 

compliance with average work hours, an increase in number of dental hygienists, the standard for 

rational work divisions, and an improvement in the working environment by providing break times in 

a secure r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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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령과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일주일에 1∼2회 음주를 하

는 경우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백[4]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도구인 BEPSI-K를 

이용하여 실습생 간 관계, 실습환경, 역할과 실습활동에서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오[5]는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레스가 근로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 5일제 근무

실시 여부, 임상경력은 1년 미만, 미혼, 역할갈등, 부적절한 

우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박[6]과 한 

등[7]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력이 높

고, 직위와 급여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

였다. 김과 권[8]은 남자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연구에서 20 의 직무 스트레스

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의 장래성, 직장 내 인관계에 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문[9]은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요인과 스트레스 및 

근 골격계 장애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휴식기간 빈도와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10]는 치과

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근무년수 

1년 이하, 1일 평균 환자수가 10명 이하의 경우 직무 스트레

스를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직무 스

트레스에 한 연구결과는 많지만, 치과위생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한 연구는 미약하여,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인 BEPSI-K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 version)를 사용하여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와 치과위생사의 개인특성, 직무특성을 조사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치과위생사들을 상으로 사

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개인특성과 직무특성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의 42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

고 있는 치과위생사 520명을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본 취지에 동의한 치과위생사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 기입 후 회수하였다. 배부

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총 

49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6문항과 직무특성 14문항,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는 배등[11]과 임등[12]이 타당성을 검토한 도구로서 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어판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 version)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Likert 방식에 의한 5점 척도로 응답 후 평균을 사용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85로서 신뢰도가 높았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1.0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범주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속형 자료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상자의 개인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서 t-test 및 ANOVA로 비교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21-25세 

256명(51.8%), 26-30세 166명(33.6%), 31세이상 72명(14.6%)

로 이였으며, 학력은 3년제 학교 427명(80%), 4년제 학교 

67명(13.6%)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395명(80.0%), 

기혼 99명(20.0%)이었고, 운동 여부는 “예” 395명(80.0%), 

“아니오” 99명(20.0%)으로 나타났다. 음주형태는 전혀 안 마

신다 61명(12.3%), 월1회 이하는 136명(27.5%), 월2-4회 253

명(51.2%), 주2-3회 이상 44명(8.9%)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

에서는 자택 370명(74.9%), 자취 124명(25.1%)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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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94)

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총 평점은 2.25±0.71점이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미래에 하여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 

해 한 적이 있습니까?" 2.49±0.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지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2.28±0.89점,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26±0.84점,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생활 신념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좌절을 느낀 적이 있

습니까?" 2.14±0.83점,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처한 환경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06±0.93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분

석한 결과 연령별 형태에서 21-25세 2.31±0.73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

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7). 교육 형태, 규칙적인 

운동여부, 주거형태에 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결혼 형태에서는 미혼이 2.30±0.74점으로 높았으며, 기혼자보

다 미혼자가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음주형태에서는 주2-3회 술을 마

시는 자가 2.51±0.8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형태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3>.

<Table 3> Psycho-social stres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

acteristics (N=49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Age 21-25 256 51.8

26-30 166  33.6

>31 72  14.6

Education College 427  86.4

University 67  13.6

Marital status Unmarried 395  80.0

Married 99  20.0

Regular exercise Yes 395  80.0

No 99  20.0

Drinking behavior Do not drink at all 61  12.3

Less than once a month 136  27.5

2 to 4 times a month 253  51.2

2 to 3 times a week 44   8.9

Inhabitation Home 370  74.9

Not home 124 25.1

<Table 2> The mean of psycho-social stress (N=494)

Characteristics Not at all sometimes often
Almost 
always

always M±SD

In the fast month have you ever felt as if there are more demands in your life, 
emotionally and physically, than you can handle comfortably?

75
(15.2)

259
(52.4)

128
(25.9)

22
(4.5)

10
(2)

2.26±0.84

In the fast month, have you ever felt frustrated trying to live up to your own 
expectations or standards?

102
(20.7)

249
(50.4)

121
(24.5)

14
(2.8)

8
(1.6)

2.14±0.83

In the fast month, you have ever felt that your needs are as a person being 
left unmet

149
(30.2)

208
(42.1)

106
(21.5)

22
(4.5)

9
(1.8)

2.06±0.93

In the fast month, have you ever felt uncertain or apprehensive about the fu-
ture

62
(12.6)

223
(45.1)

137
(27.7)

49
(9.9)

23
(4.7)

2.49±0.99

In the fast month, have you ever felt that there are so many everyday hassles 
and crises that you lose track of the things that are really important to you?

85
(17.2)

238
(48.2)

129
(26.1)

32
(6.5)

10
(2)

2.28±0.89

Total Rating 2.25 ± 0.71 (1~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BEPSI-K t or F p

Age 21-25 2.31±0.73a 5.04 0.007

26-30 2.24±0.71a

>31 2.01±0.62b

Education College 2.26±0.72 0.97 0.335

University 2.17±0.67

Marital status Unmarried 2.30±0.74 3.95 <0.001

Married 2.03±0.56

Regular exercise Yes 2.25±0.72 0.00 0.997

No 2.25±0.71

Drinking behavior Do not drink at all 1.97±0.71a 5.28 <0.001

Less than once a month 2.28±0.74b

2 to 4 times a month 2.25±0.64b

2 to 3 times a week 2.51±0.88c

Inhabitation Home 2.22±0.72 -1.57 0.117

Not home 2.33±0.70

*
 p<.05, 

**
 p<.01 

***
p<.001 b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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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직무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분

석한 결과는 평균근무시간에서 9시간이상 2.31±0.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7). 치과위생사 

수는 11-30명 2.33±0.80점, 31명이상 2.20±0.62점, 10명 이하 

2.14±0.65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5). 

자신이 느끼는 근무 강도는 너무 힘들어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자가 2.85±0.8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1). 휴식상황에서는 휴식이 거의 없는 자가 

2.42±0.7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시간이 없을수록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음을 알 수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 근무기관 형태, 이직경험, 근무경력, 직위, 진료

영역, 근무형태, 치과의사 수, 진료환자 수, 신체적 작업형태, 

연봉, 휴가기간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Table 4>.

<Table 4> Psycho-social stress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N=49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BEPSI-K t or F p
Work organization type Dental Clinic 2.24±0.68 1.43 0.241

Dental Hospital 2.27±0.73
General Hospital 2.05±0.66

A turnover experience 1 time 2.25±0.70 0.39 0.695
more than 2 times 2.23±0.73

Work experience 1-5 years 2.30±0.74 2.93 0.054
6-10 years 2.14±0.67
More than 11 years 2.12±0.61

Position General office work 2.25±0.71 0.40 0.692
Responsible grade (Chief, manager) 2.22±0.73

Treatment area General Department, Pediatrics 2.25±0.68 2.14 0.119
Prosthetics, Surgery, Implants, Orthodontics 2.29±0.76
Coordination and counseling 2.06±0.66

Average working hours ≤8 2.00±0.54a 4.96 0.007
8~9 2.27±0.73b

≥9 2.31±0.72b

Working condition 5 days a week 2.20±0.67 1.56 0.211
6 days every 2 weeks 2.32±0.77
6 days a week 2.21±0.71

Number of dentists 1-5 2.27±0.76 1.72 0.179
6-10 2.26±0.69
≥11 2.06±0.63

Number of dental hygienists ≤10 2.14±0.65a 3.12 0.045
11-30 2.33±0.80b

≥31 2.20±0.62ab

Number of patients ≤20 2.25±0.79 0.47 0.625
21-40 2.21±0.67
≥41 2.29±0.67

Physical work type Mainly standing 2.25±0.72 0.15 0.877
Mainly sitting 2.24±0.71

Working intensity thinking Be tolerable 1.94±0.57a 57.78 <0.001
It's hard 2.33±0.62b

It's so hard I want to quit 2.85±0.87c

Break situation Almost none 2.42±0.76a 13.87 <0.001
Possible depending on case 2.10±0.64b

When you need it 2.02±0.58b

Annual income

(10,000won)

≤2000 2.28±0.70 1.47 0.230
2000-≤2500 2.28±0.72
≥2500 2.15±0.73

Work break frequency

(day)

1-3 2.31±0.69 1.72 0.163
4-6 2.31±0.75
7-9 2.28±0.62
≥10 2.16±0.74

*
 p<.05, 

**
 p<.01 

**
*p<.001 b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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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개인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

령, 학력, 결혼상태, 운동여부, 음주형태, 주거형태와 직무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직경험, 근무경력, 직위, 진료영역, 평

균근무시간, 근무형태, 치과의사 수, 치과위생사 수, 진료환자 

수, 신체적 작업형태, 자신이 느끼는 근무강도, 휴식상황, 연

봉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25점으로 나타났으며, 강[13]의 연

구에서는 경남지역 개업 의사들의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는 

2.19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송등[14]의 연구결과에서 

학생의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는 2.4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상자와 조사시점의 차이라고 판단되며, 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고려한다면, 치과위생사들의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높은 편이라고 사료된다.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2.31점(p<0.007), 미혼일 경우 2.30점(p<0.001), 주2-3회 술을 

마시는 자가 2.51점(p<0.001)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높

게 나타났으며, 학력, 운동여부, 주거형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강[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사회심리적

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문화 공간이 

요구된다.

직무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평

균근무시간에서 9시간이상 2.31±0.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7). 이와 김[15]연구에서도 연령

이 낮고, 미혼일수록, 일일 평균근무시간이 길수록 직무 스트

레스가 높았으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치과위

생사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평균

8시간의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시간제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요구된다. 치과위생사 

수는 11-30명 2.33±0.80점, 31명이상 2.20±0.62점, 10명이하 

2.14±0.65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5). 이

는 이[10]가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중집

단일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중집단 크기의 치과의

료기관에서 직원들의 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신이 느끼는 근무 강도는 너무 

힘들어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자가 2.85±0.8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휴식상황에서

는 휴식이 거의 없는 자가 2.42±0.7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시간이 없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음을 알 수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근무기관 형태, 이직경

험, 근무경력, 직위, 진료영역, 근무형태, 치과의사 수, 진료환

자 수, 신체적 작업형태, 연봉, 휴가기간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직무특성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근무시간과 근무강도를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상이 일부지역의 치과위생사에 

국한되어 전체를 변 할 수 없다는 점과 사용측정 도구의 

특성상 주관적 응답에 바이어스가 일부 개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치과위생사들을 상으로 확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치과위생사들의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점

에 의의를 둘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산. 경남지

역의 치과위생사를 상으로 개인 및 직무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들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위생사들이 느끼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25점으로 중등도 스트레스 수준이었다.

2. 개인특성에 따른 결과에서 연령별 형태는 21-25세 연령이 

낮을수록 2.31±0.73점(p<0.007), 미혼 2.30±0.74점(p<0.001), 

주 2-3회 술을 마시는 자 2.51±0.88점(p<0.001)으로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3. 직무특성에 따른 결과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평균

근무시간 9시간 이상 2.31±0.73점(p<0.007), 치과위생사 수

는 11-30명 2.33±0.80점(p<0.045), 자신이 느끼는 근무 강

도는 너무 힘들어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자가 

2.85±0.87점(p<0.001), 휴식이 거의 없는 자가 2.42±0.76점

(p<0.001)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치과위생사들의 삶의 질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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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평균 근무시간의 준수, 치과위생사의 수 증가, 합리

적인 업무 분장 기준, 휴식공간의 확보를 통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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