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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타액과 혈액이 직접적으로 노출

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OVID-19와 같은 팬

데믹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 예방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치과위생사들은직무스트레스가가중될수있는상황이

다. 기존 연구에서 신종감염병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일반인에 비해 높고 이러한 스

트레스는환자를치료하는데영향을미치는것으로제시되어

치과위생사의업무스트레스, 팬데믹상황에서의직무만족도

의 변화,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어려움

이발생될수있는상황이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 2020년

임상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이전 직무

환경 대비 COVID-19 직무상황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와 대처를 조사하고 감염관리 지식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조사하여치과의료서비스의질저하를예방하고펜데믹

상황에서안전하게업무를수행하는데미치는영향을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직무효율성을 높이고 스

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3월 한 달 동안 치과위생사 온라인 사이

트를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연구 윤리내용 설명문을 게시하

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155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G-power program 3.1.9.2 version을 활용

한 최소표본은 127명이었고 K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KYU-2020-210-01) 심의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COVID-19 직무관련 특성 10문

항을 조사하였고 감염관리 지식 10문항은 각 문항별 1점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하위요인에 관한 22문항을 구성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대처

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에 관한 2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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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장기화가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 스트레스 대처를 통해
직무몰입을높이고업무효율을향상시키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021년 3월한달동안 2020년 기준임상의료기관에
서근무한치과위생사 155명을온라인조사하였으며, 감염관리지식,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 COViD-19 관련직
무 내용을 PASW Statistic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감염관리지식은평균 8.32점(1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공기주의에 관한 사항과 환자
접촉 후 개인방호구 사용 순서에 관한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OIVD- 19 상황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에서 직무요구와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5). 문항별로는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3.40), 기준이나 일관성 없는 업무지시(3.42) 등의 항목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집단별 스트레스가높은상위집단의 직무스트레스대처가높게조사되었으며, 근무경력이높은집단에
서스트레스대처가높게조사되었다(p<0.05).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에 관한 지식이 COVID-19로 인한 팬
데민 상황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며 감염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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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조사하였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는 5점척도로측정

하였으며 매우높음은 5점, 전혀없음은 1점으로 측정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가 높음을 의미하

였다.

2.3 통계분석

조사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직무관련특성은기술통계하였고, 대상자 근무

경력별 감염관리 지식과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는

ANOVA분석을 하였다. 감염관리 지식, 직무스트레스, 스트

레스 대처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 유의수준은 .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COIVD- 19 관련 지식

COIVD- 19 관련 지식조사에서 평균 8.32점(1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공기주의

에 관한 사항과 환자접촉 후 개인방호구 사용 순서에 관

한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2 직무 스트레스

COIVD- 19 상황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에서 직무요

구와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p<0.05). 문항별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

(3.40),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함(3.26), 동료는 업무 수행

에 도움을 주지 않음(3.34), 노력 대비 존중과 신임을 받

지 못함(3.21), 기준이나 일관성 없는 업무지시(3.42) 등의

항목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3.3 직무스트레스 대처

직무 스트레스 집단별 스트레스가 높은 상위집단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근무경력이 높은 집단

에서스트레스대처가높게조사되었다(p<0.05). 특히근무경

력이 높은 집단은 문제중심 대처(3.28)가 조금 더 높게 나타

났으며 근무경력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지지 추구대처(3.213)

가 높게 나타났다(p>0.05).

3.4 감염관리지식과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상관성

감염관리 지식 수준과 직무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성이 있었

으나(p<0.05) 스트레스 대처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 대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Table 1] Correlation between infection control knowledge and job stress,

stress coping(*p<.05)

1 2 3

1. Infection control knowledge 1

2. Job stress -.356* 1
3. Coping with stress .151 .229* 1

4. 논의
COIVD-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의료기관에 종

사하는 의료진은 타액과, 혈액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에

어로졸 발생 환경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감염관리 위험성이 높은 직무환경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감염예방을 책임지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환자

치료 전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실천도를

높이고 치과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이 요구되었다. 또한 감염관리실천을 위해 의료진, 환자,

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요구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

천할 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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