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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처음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희망하며 학교교문을 들어서며 많은 설레임과
떨림이 있었습니다.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동경으로 시작된 대학원생활이
어느덧 졸업논문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 길에 항상 사랑과 은혜로 동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이라는 큰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저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자상하고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차봉석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마다 따뜻한 격려로 넘어진 저를 이끌
어 주신 원종욱 교수님,고상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업보건전공으로 대학원이라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노
재훈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동안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이창래 선배님,최재호 선배님,김
홍식 선배님과 동기들,후배님께 감사를 드리며 졸업논문 기간동안 여러가
지 어려운 부탁을 항상 흔쾌히 들어준 정우진조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성원 원장님,허영준 과장님,강
창용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졸업논문 설문 조사시 협조에 주신 서울대
학교 치과병원의 배성숙 선생님,연세대힉교 치과병원의 김수현 선생님,인
하대병원의 조영순 선생님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인천경기지부 차동화회장
님,총무이사 김효진 선생님,설문에 응해주신 치과위생사선생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논문을 위한 기초 자료인 설문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



와준 치과위생사 동기 김현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바쁜 며느리를 늘 격
려해 주시는 자상하신 시아버님과 큰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푸근한 사랑으로 감싸 앉아 주시는 시할머님과 시어머님,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시는 도련님께 감사를 드리며, 병과 투병 중 이시면서도
딸을 위한 기도를 거르지 않으시는 천정아버지와 저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눈물로서 기도해주시는 사랑하는 친정어머니,그리
고 오빠와 새언니,조카들에게도 사랑이 가득 담긴 저의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의 반려자로서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며 든
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 김균일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라는 산을 넘어서 더 큰 산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
며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2005년 12월
장현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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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요 요 요 요 약약약약

   치과위생사의 업무상 생길 수 있는 증상과 산재보험 인식도 및 요양경

험 유무를 조사,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방법을 통하여 각각의 증상 및 

인식도에 따른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 경인 지역의 치과위생사의 254

명이 최종 응답하였다.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크게 치과 재료 및 환경에 의한 증상과 

근골격계 증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치과 재료 및 환경에 의한 증상은 먼저 피부 이상증상의 경우 조사대상

자의 절반이 넘는 54.3%가 이상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유발하는 재료로는 

Eugenol이 경험자의 53%로 가장 높았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이상증상 

중 호흡기 증상이 조사대상의 46.5%, 시력저하가 46.9%, 청력이상이 

35.4%의 결과를 보였다. 치과위생사가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미

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기준에 따라 ‘기준 1’이 전체의 

63.4%, ‘기준 2’가 58.3%로 조사대상 중 60%에 육박하는 인원이 신체 부

위 중 한 곳 이상에서 중간 이상의 통증을 1주일 이상 또는 1개월에 1번 

이상 호소하였다. 

   산재보험 인식 조사의 결과는 전체의 19.3%가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

는 법률상 산재보험의 가입은 필수 조건인데, 치과위생사의 산재보험의 인

식이 낮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치과

위생사중 1/10 수준인 9.8%만이 산재급여 방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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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확히 알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전혀 없었다. 이는 치과위생사들에게 

산재관련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향후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증상의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고,각종 증상 등에 적합한 예방활
동과 산재보험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치과위생사, 업무상 증상, 산재보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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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 사회는 전문화,분업화되면서 사회구조도 예전에 비하여 많은 변

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분업을 통한 전문화가 생산적이라는 애담스미스
(Adam Smith)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고,최근에는 오히려
더 크게 강조되고 있다.전문화의 이득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
을 필요로 한다(오상봉,2000).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인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역량을 발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그중에 본
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의료계 중 치과관련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
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구강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

육,예방치과처치,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이며(김인숙 외,2002),국가시험에 합
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로 정의(의료기사등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1항6호)되어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대한 업무와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
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서 구강진단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세계보건기구(WHO)는 1986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구강보건 인력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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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구강보건인력이 구강보건 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김경선,2002).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기타 치

아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하게 되는 진료
자세의 단순반복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
과가 나왔다(Macdonald등,1988).
그간에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 외에도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는

직종별,직급별로 업무형태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골격계와 관련된 치과위생사 대상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치과위생

사의 진료자세와 통증과의 관계를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분석하였고(문희
정,1999),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일반적 특성과 직업
관련 요인,정신사회적특성,건강습관으로 분류하고 근골격계 자각증상으로
인하여 해결방법은 자가 요법을 시행한다는 의견이 가장 컸고 참거나 휴식
을 취하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치과위생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하성
자,2003).또한 치과위생사의 요통경험 및 관련요인에서는 스트레스가 요
통의 주요인으로 연구되었으며(이승주와 조명숙,1999),치과위생사의 근골
격계 질환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업무자세의 비디오 촬영분석
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통증에 따른 근육의 경직의 해소방안이 연구되었
다(주선숙,2004).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에 영향도

를 분석하였고(1998,이성숙),보건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소
치과의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신체손상에 관한 관련성을 설문
조사 분석하였었으며(조애희,2002),이외에도 치과위생사의 업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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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한 연구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업무환
경,사회적 지위,인과관계 등으로 상관관계가 분석되었다(나윤숙,2000).
또한,치과위생사의 업무 중에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분석하였
고(장계원,1997),치과위생사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정도에서 일반적
인 특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무만족도에 관해서는 평균급여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박은주,2003).
공장근로자나 다른 근로자같이 군집되어 근무하지 않고,서로의 근무환

경에 대한 공유가 되어 있지를 않으므로 본인 근무환경을 판단하기 어렵
다.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 상태와 위험요인에 대
한 설문조사분석이 주를 이루고 업무상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그래서 본인은 아직 많이 연구조사가 되지 않았던 근골격계 질환
이외의 업무상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의 조사를 하고자 한다.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치과 진료재료들은 생체에 접촉하는 경우

각종 화학적,생물학적으로 활성 작용을 유발하고,이는 피부나 다른 부위
에 작용하여 이상증상 및 과민반응(알레르기)을 일으킬 수 있다.또한 치과
의 근무 환경중 초고음,방사선,자외선등 물리적 환경에 의하여도 시력,
청력등의 증상을 초래한다.(GoldmanHS등,1984).이 외에도 세균,바이러
스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과 각종 병원성 감염에 대하여 치과내 근무자들
은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승우,1994,김정순,1994등)
또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질병으로 이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

강하다고 볼 수 없다.이는 1948년 세계보건기구 (WHO)헌장에서 정의한
“건강이란,다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놓여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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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도에 비하여 수급자수는 3.84% 증가하였고 지급건수도 2.06% 증가하고 있
다(노동부,2005).산재보험지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산재보험
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산재급여를 못 받는지 산업재해가 적어서 산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생길 수 있

는 각종 증상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치과환경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인지여
부,대처방법 등 관련 인식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상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조사하고,업무상

증상이 질환으로 연결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는지,못 받았다면 산재
보험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 부족인지,인지하면서도 방법을 몰라서 못 받
았는지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보다 산재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재료 및 장비 등의 근무

환경에 따른 주요 증상 실태를 조사한다.
둘째,치과위생사의 산재보험의 인식도를 조사한다.
셋째,치과위생사의 산재보험 요양경험 유무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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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이 연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치과위생사 중에 서

울․경인지역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 3,589명중 10%인 350명을 대상으
로 본 조사의 의의와 협조 방법에 대해 설명 후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우편과 통신 및 직접방문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수율

은 설문조사 350부중에서 254부가 회수되었고 72.57%의 응답률을 보였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애착에 관한

연구(최은영.2001)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 및 산재보험처리에
관한 조사연구(이승길,2001)를 참조하여 완성하였다.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이환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 보상보험 시행규칙 제 30조 제 1항)관련에 설문항목
작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10항목,업무상 증상항목은 치과재료 및 환

경적 요인에 의한 항목과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기준에 의한
근골격계에 관한 9항목,산재보험에 관한 인식관련 14항목으로 조사하였다.
NIOSH 기준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목,어깨,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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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손가락․손목,허리,다리․발의 여섯 가지 부위에 대해 경험한 증
상의 유무와 빈도,지속기간을 조사하였다.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NIOSH 구분의 기준을 적용하여,‘기준 1’은 적어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1개월에 한번 이상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정의하며,‘기준 2’
는 ‘기준 1’을 만족하면서 증상의 정도가 중간정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
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연령,근무지환경,근무년수와 담당업무,최종학

력,결혼유무,학력,급여수준을 조사하였고,업무적 증상 항목은 신체부위
의 통증부위 및 증상경험에 대한 항목과 피부이상증상,감염유무,진료실
환경에서의 시력,청력,호흡곤란에 경험유무로 선정하였으며 산재관련 항
목은 산재처리에 대한 방법,범위인식,산재처리 경험치,산업안전교육 현
황조사로 선정하였다.

333...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coding)과 데

이터 크리닝(datacleaning)과정을 거쳐 SPSS12.0forWindows통계 패
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근무환경에 따른 통증 및 질환의 발병유무,치료경험,산재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검정(χ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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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이 연구는 서울,경인 지역의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에 응한
254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근무기관은 치과병원이 42.1%,치과의원이 57.9%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5세 미만이 33.5%,25-30세 39.8%,30세 초과가 26.8%로 조사되었다.근무
년수는 1-3년이 26.8%로 가장 많았고 6-9년 22.8%,4-5년 21.3% 등으로 조
사되었다.주요 담당업무는 진료보조업무가 60.6%,환자관리 업무는 39.4%
로 조사되었다.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77.6%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17.7%
등으로 조사되었다.근무기관의 근로자수는 20인 초과가 38.6%로 가장 많
았고 5-10인이 28.0%,11-20인이 20.1%,5인 미만이 13.4%로 조사되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0-45시간이 30.7%로 가장 많았고 40시간미만 28.3%,
46-50시간이 22.8%등 이였다.급여 수준은 100-149만원이 35.4%로 가장 많
았고 150-199만원이 27.6%,200-300만원이 21.7% 등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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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근무기관 치과병원 107 42.1

치과의원 147 57.9

연령(세) 〈25 85 33.5

25-30 101 39.8

〉30 68 26.8

근무년수 〈1년 47 18.5

1-3년 68 26.8

4-5년 54 21.3

6-9년 58 22.8

〉10년 27 10.6

결혼 기혼 60 23.6

미혼 194 76.4

주업무 진료보조 154 60.6

환자관리 100 39.4

학력 전문대졸 197 77.6

대졸 45 17.7

석사 12 4.7

근로자수(인) < 5 34 13.4

5-10 71 28.0

11-20 51 20.1

> 20 98 38.6

근무시간

(시/주)
  < 40 72 28.3

40-45 78 30.7

46-50 58 22.8

〉50 46 18.1

급여(만원) 〈100 11 4.3

100-149 90 35.4

150-199 70 27.6

200-300 55 21.7

> 300 28 11.0

합계 2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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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치치치과과과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환환환경경경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증증증상상상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제제제외외외)))

이 연구의 결과중 각종 치과재료나 치과내 근무 환경에 의하여 발생하
는 증상들은 표2와 같다.
먼저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 이상증상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2.피부 이상증상 경험 분포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χ
N (%) N (%) N (%)

근무

기관

치과병원 45 (42.1) 62 (57.9) 107 (100.0)
11.227**

치과의원 93 (63.3) 54 (36.7) 147 (100.0)

근무

년수

〈1년 16 (34.0) 31 (66.0) 47 (100.0)

17.695**
1-3년 31 (45.6) 37 (54.4) 68 (100.0)

4-5년 38 (70.4) 16 (29.6) 54 (100.0)

〉5년 53 (62.4) 32 (37.6) 85 (100.0)

주

업무

진료보조 70 (45.5) 84 (54.5) 154 (100.0)
12.420***

환자관리 68 (68.0) 32 (32.0) 100 (100.0)

합계 138 (54.3) 116 (45.7) 254 (100.0)

**p<.01,***p<.001

각종 재료들이 실수로 피부에 직접 닿아 피부 이상증상(알러지성 포함)
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는 54.3%였다.이를 근무기관,근무시간,
주 담당업무에 따라 차이 분석한 결과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즉,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치과병원 근무 치과위생사(42.1%)가 치과의원 근무
치과위생사(63.3%)에 비하여 피부 이상증상 경험이 낮았다(p<.01).
근무년수에 따라서 살펴보면,1년 미만(34.0%)과 1-3년의 경력자(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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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4-5년(70.4%)과 5년 초과(62.4%)경력자가 피부 이상증상 경험이
많았다(p<.01).
주 담당업무에 따라 살펴보면 진료보조업무(45.5%)에 비하여 환자관리

업무(68.0%)가 주 담당업무인 치과위생사가 피부 이상증상 경험이 많았다
(p<.001).
피부 이상증상의 원인이 되는 재료의 종류 및 빈도는 그림1과 같다.

5; 4%

74; 53%

9; 7%

7; 5%

43; 31%

MMA monomer

Eugenol

X-ray fluid

etching solution

기타

그림1.피부 이상증상의 원인이 되는 치과 재료 (경험자 대상)

피부 이상증상이 생긴 재료를 살펴보면 Eugenol이 53.6%로 가장 많았
으며 X-rayfluid가 6.5%,etchingsolution이 5.1% 등 이였다.기타 제품으
로는 글러브파우더,미백제,Alcohol,Alginate,Amalgam,FC,H2O2,
NaOCl,Stone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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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일반 의료재료의 피부 이상증상 경험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합 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비누, 손세정액 10 3.9 244 96.1 254 100.0

위생장갑 123 48.4 131 51.6 254 100.0

종이마스크, 타월 72 28.3 254 100.0 254 100.0

※ 사용빈도가 높은 재료 대상 조사

사용 빈도가 높은 재료를 대상으로 재료별 피부 이상증상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비누,손세정액는 3.9%,위생장갑은 48.4%,종이마스크,타월은
28.3%가 위의 재료들의 빈번한 사용으로 피부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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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치과내의 근무 환경적 요인에 의한 치과 위생사가 경험하는
증상들에 대하여 크게 호흡기 증상,시력,청력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표4.환경적 요인에 의한 증상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χ
N (%) N (%) N (%)

호흡기

증상

근무

기관

치과병원 33 (30.8) 74 (69.2) 107 (100.0)
18.124***

치과의원 85 (57.8) 62 (42.2) 147 (100.0)

근무

년수

〈1년 9 (19.1) 38 (80.9) 47 (100.0)

20.210***
1-3년 31 (45.6) 37 (54.4) 68 (100.0)

4-5년 33 (61.1) 21 (38.9) 54 (100.0)

〉5년 45 (52.9) 40 (47.1) 85 (100.0)

주업무
진료보조 70 (45.5) 84 (54.5) 154 (100.0)

.158
환자관리 48 (48.0) 52 (52.0) 100 (100.0)

계 118 (46.5) 136 (53.5) 254 (100.0)

시력

저하

근무

기관

치과병원 51 (47.7) 56 (52.3) 107 (100.0)
.049

치과의원 68 (46.3) 79 (53.7) 147 (100.0)

근무

년수

<1년 26 (55.3) 21 (44.7) 47 (100.0)

2.786
1-3년 27 (39.7) 41 (60.3) 68 (100.0)

4-5년 26 (48.1) 28 (51.9) 54 (100.0)

>5년 40 (47.1) 45 (52.9) 85 (100.0)

주업무
진료보조 75 (48.7) 79 (51.3) 154 (100.0)

.538
환자관리 44 (44.0) 56 (56.0) 100 (100.0)

계 119 (46.9) 135 (53.1) 254 (100.0)

청력

저하

근무

기관

치과병원 45 (42.1) 62 (57.9) 107 (100.0)
3.545

치과의원 45 (30.6) 102 (69.4) 147 (100.0)

근무

년수

<1년 19 (40.4) 28 (59.6) 47 (100.0)

5.035
1-3년 24 (35.3) 44 (64.7) 68 (100.0)

4-5년 24 (44.4) 30 (55.6) 54 (100.0)

>5년 23 (27.1) 62 (72.9) 85 (100.0)

주업무
진료보조 51 (33.1) 103 (66.9) 154 (100.0)

.917
환자관리 39 (39.0) 61 (61.0) 100 (100.0)

계 90 (35.4) 164 (64.6) 254 (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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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보면,근무중 Alginate나 Stone등의 분진흡
입으로 인해 자주 기침을 하는 경우는 46.5%였다.이를 근무기관,근무년
수,주 담당업무에 따라 차이 분석한 결과 근무기관과 근무년수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즉,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치과병원 근무 치과위생사
(30.8%)에 비하여 치과의원 근무 치과위생사(57.8%)가 분진흡입으로 인해
자주 기침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p<.001).근무년수에 따라서 살펴보면 타
집단에 비하여 4-5년의 경력자(61.1%)가 분진흡입으로 인해 자주 기침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p<.001).
환경적 요인에 의한 증상중 두 번째로 시력 저하 관련하여 조사 결과,

Light-CuringGun,Unite-ChairLight등으로 시력이 저하된 경우는 46.9%
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근무년수,주 담당업무에 따른 차이는 특별히 없
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증상 중 청력 감사의 경우,진료실 및

기공실에서의 기계소리로 청력이 감소된 경우는 35.4%로 조사되었으며 근
무기관,근무년수,주 담당업무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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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근골격계 통증부위별 증상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는 다음의 표5과
같다.

표5.근골격계 통증 부위별 증상 분포
단위 :빈도(백분율)

구 분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발

부위

오른쪽 24 (13.2) 31 (63.3) 46 (54.8) 15 (12.0)

왼쪽 8 (4.4) 9 (10.7) 18 (14.4)

양쪽 모두 150 (82.4) 18 (36.7) 29 (34.5) 92 (73.6)

기간

(일)

<1 19 (15.6) 24 (13.2) 10 (20.4) 18 (21.4) 23 (16.0) 20 (16.0)

1-7 66 (54.1) 97 (53.3) 29 (59.2) 50 (59.5) 63 (43.8) 58 (46.4)

8-30 24 (19.7) 35 (19.2) 10 (20.4) 11 (13.1) 25 (17.4) 13 (10.4)

31-179 7 (5.7) 11 (6.0) 3 (3.6) 15 (10.4) 9 (7.2)

≥180 6 (4.9) 15 (8.2) 2 (2.4) 18 (12.5) 25 (20.0)

정도

약함 42 (34.4) 32 (17.6) 30 (61.2) 33 (39.3) 38 (26.4) 21 (16.8)

중간 53 (43.4) 109 (59.9) 15 (30.6) 36 (42.9) 62 (43.1) 68 (54.4)

심함 24 (19.7) 34 (18.7) 4 (8.2) 14 (16.7) 42 (29.2) 29 (23.2)

격심함 3 (2.5) 7 (3.8) 1 (1.2) 2 (1.4) 7 (5.6)

빈도

매회

6개월 15 (12.3) 9 (4.9) 16 (32.7) 15 (17.9) 19 (13.2) 10 (8.0)

2-3개월 36 (29.5) 76 (41.8) 12 (24.5) 27 (32.1) 46 (31.9) 32 (25.6)

1개월 30 (24.6) 42 (23.1) 13 (26.5) 23 (27.4) 26 (18.1) 13 (10.4)

1주일 26 (21.3) 29 (15.9) 6 (12.2) 15 (17.9) 21 (14.6) 25 (20.0)

매일 15 (12.3) 26 (14.3) 2 (4.1) 4 (4.8) 32 (22.2) 45 (36.0)

통증
유 122 (48.0) 182 (71.7) 49 (19.3) 84 (33.1) 144 (56.7) 125 (49.2)

무 132 (52.0) 72 (28.3) 205 (80.7) 170 (66.9) 110 (43.3) 129 (50.8)

소계 254 (100.0) 254 (100.0) 254 (100.0) 254 (100.0) 254 (100.0) 254 (100.0)

전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신체부위에 통증을 느낀 경험이 있는 치과
위생사는 218명(85.8%)으로 나타났다.이를 각 부위별로 살펴보면,목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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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있는 경우는 48.0%,어깨는 71.7%,팔 및 팔꿈치는 19.3%,손/손목/
손가락은 33.1%,허리는 56.7%,다리 및 발은 49.2%가 통증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는 어깨와 허리에 대한 통증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통증부위를 살펴보면 어깨는 양쪽 모두 아픈 경우가 82.4%로 가장 많

았고 팔 및 팔꿈치는 오른쪽(63.3%),손/손목/손가락은 오른쪽(54.8%),다
리 및 발은 양쪽 모두(73.6%)에서 통증을 경험하였다.즉,어깨와 다리 및
발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통증을 경험하였으나 팔 및 팔꿈치,손/손목
/손가락은 주로 사용하는 오른쪽에 대한 통증 경험이 많았다.
통증기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1일-7일의 통증기간을 보였으며

그 중 다리 및 발에 대한 통증 기간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6개월 이상
(20.0%)지속되는 비율이 높았다..
통증정도를 살펴보면 목(43.4%),어깨(59.9%),손/손목/손가락(42.9%),

허리(43.1%),다리/발(54.4%)은 중간 정도의 통증정도가 가장 많았고 팔/팔
꿈치(61.2%)는 약한 통증에 대한 빈도가 가장 많았다.
증상빈도를 살펴보면,목(29.5%),어깨(41.8%),손/손목/손가락(32.1%),

허리(31.9%)는 2-3달에 1번 정도의 빈도를 보였으나 다리/발은 36.0%가 매
일 증상을 호소하였고 팔/팔꿈치는 6개월에 1번꼴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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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의 경우,NIOSH 기준에 의거한 구분으로 결과를 분석하
였다.그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일반적 특성에 의한 근골격계 증상 분류
단위 :빈도(백분율)

구 분 ‘기준 1’ ‘기준 2‘

근무기관 치과병원 84 (78.5) 75 (70.1)

치과의원 77 (52.4) 73 (49.7)

연령

(세)

< 25 61 (71.8) 52 (61.2)

25-30 60 (59.4) 59 (58.4)

> 30 40 (58.8) 37 (54.4)

근무년수 < 1년 36 (76.6) 32 (68.1)

1-3년 35 (51.5) 31 (45.1)

3-5년 43 (79.6) 41 (75.9)

> 5년 47 (55.3) 44 (51.8)

주업무 진료보조 98 (63.6) 89 (57.8)

환자관리 63 (63.0) 59 (59.0)

합계 161 (63.4) 148 (58.3)

※ 상기 백분율은 조사 대상 중 ‘기준 1’과 ‘기준 2’의 비율임.
‘기준 2’는 NIOSH 기준에 따라 ‘기준 1’에 포함됨.

근골격계 질환은 호소한 치과위생사중 통증 부위에 관계없이 ‘기준 1’과 ‘기
준 2’에 해당되는 대상은 전체 254명중 각각 161명(63.4%),148명(5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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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일반적 특성에 의한 근골격계 증상(‘기준2’)분류
단위 :빈도(백분율)

구 분       ‘기준 2’ 정상/ ‘기준1’ 합계 χ

근무기관 치과병원 75 (70.1) 32 (29.9) 107 (100.0)
10.633**

치과의원 73 (49.7) 74 (50.3) 147 (100.0)

연령

(세)

< 25 52 (61.2) 33 (38.8) 85 (100.0)

.71225-30 59 (58.4) 42 (41.6) 101 (100.0)

> 30 37 (54.4) 31 (45.6) 68 (100.0)

근무년수 < 1년 32 (68.1) 15 (31.9) 47 (100.0)

14.761**
1-3년 31 (45.6) 37 (54.4) 68 (100.0)

3-5년 41 (75.9) 13 (24.1) 54 (100.0)

> 5년 44 (51.8) 41 (48.2) 85 (100.0)

주업무 진료보조 89 (57.8) 65 (42.2) 154 (100.0)
.036

환자관리 59 (59.0) 41 (41.0) 100 (100.0)

합계 148 (58.3) 106 (41.7) 254 (100.0)

**p<.01

‘기준 2’는 ‘기준 1’을 만족하면서 증상의 정도가 중간정도 이상인 응답
자로 전체 응답자 중 58.3%로 조사되었다.이를 응답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근무기관과 근무년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우선,근무
기관에 따라 살펴보면 치과병원 근무자(70.1%)가 치과의원 근무자(49.7%)에
비하여 ‘기준 2’의 근거에 의해 분류된 비율이 높았다(p<.01).근무 년수에
따라 살펴보면 근무년수가 1년 미만(68.1%)과 3-5년(76.9%)근무자가 1-3년
미만(45.6%)과 5년이상 근무자(51.8%)에 비하여 ‘기준 2’의 근거에 의해 분
류된 비율이 높았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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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부위별 ‘기준 1’과 ‘기준 2’의 비율

통증부위별 ‘기준 1’과 ‘기준 2’에 근거하여 분류된 비율을 살펴보면 위
의 그림2와 같다.목은 ‘기준 1’에 의해 분류된 비율은 31.1%,‘기준 2’는
24.4%로 조사되었다.어깨는 ‘기준 1’에 의해 분류된 비율이 45.7%,‘기준
2’는 39.8%로 조사되었으며 팔/팔꿈치는 ‘기준 1’에 의해 분류된 비율이
11.4%,‘기준 2’는 5.1%로 조사되었다.
손/손목/손가락은 ‘기준 1’에 의해 분류된 비율이 19.7%,‘기준 2’는

13.4%로 조사되었고 허리는 ‘기준 1’에 의해 분류된 비율이 40.2%,‘기준 2’
는 33.5%로 조사되었다.다리/발은 ‘기준 1’에 의해 분류된 비율이 34.3%,
‘기준 2’는 29.1%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어깨,허리,다리/발,목,손/손목/손가락,팔/팔꿈치의 순

으로 ‘기준 1’과 ‘기준 2’에 의하여 분류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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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산산산재재재보보보험험험 관관관련련련 인인인식식식 조조조사사사 결결결과과과

조사결과의 마지막으로는 산재보험 관련한 치과 위생사들의 인식 조사
부분이다.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산재가입 사항,처리방법 및 처리경험 관
련 인식 조사를 근간으로 하였다.

먼저 산재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그림3과 같다.

모른다; 46; 18%

예; 205; 81%

아니오; 3; 1%

그림3.소속 병원의 산재보험 가입 인지 여부

병원(직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80.7%로 대부분 산재
보험에 가입된 결과를 보였다.그러나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
가 18.1%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2%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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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재급여 방법 인지
단위 :빈도(백분율)

구 분 안다 모른다 합계 χ

근무

기관

치과병원 8 (7.5) 99 (92.5) 107 (100.0)
1.166

치과의원 17 (11.6) 130 (88.4) 147 (100.0)

근무

년수

〈1년 2 (4.3) 45 (95.7) 47 (100.0)

19.046***
1-3년 4 (5.9) 64 (94.1) 68 (100.0)

4-5년 1 (1.9) 53 (98.1) 54 (100.0)

〉5년 18 (21.2) 67 (78.8) 85 (100.0)

학력
전문대졸 15 (7.6) 182 (92.4) 197 (100.0)

4.912*
대졸이상 10 (17.5) 47 (82.5) 57 (100.0)

급여

(만원)

<150 2 (2.0) 99 (98.0) 101 (100.0)

13.569**150-199 8 (11.4) 62 (88.6) 70 (100.0)

≥200 15 (18.1) 68 (81.9) 83 (100.0)

계 25 (9.8) 229 (90.2) 254 (100.0)

*p<.05,**p<.01,***p<.001

산재급여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9.8%에 불과
하였다.이를 응답자의 근무기관,근무년수,학력 및 급여에 따라 차이분석
한 결과 근무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즉,근무년
수가 5년 초과(21.2%)인 치과위생사가 타 집단에 비하여 산재급여방법 여
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학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전문대졸(7.6%)에 비
하여 대졸이상의 학력자(17.5%)가 산재급여 방법 여부에 대한 인지도가 높
았다(p<.05).급여에 따라 살펴보면 150만원 미만(2.0%)에 비하여 150-199만
원(11.4%)과 200만원 이상(18.1%)의 급여를 받는 치과위생사가 산재급여 방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p<.01).알고 있는 주요한 산재급여 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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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살펴보면,감염질환,골절,교통사고,근골격계질환,다리통증,상
해,요통,자상,출퇴근중사고,B형감염(감염질환),추간판 탈출증,목어깨결
림,소독기구등의 화상,요통,화상,감염,방사선 노출에 의한 질병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다음으로 산재 처리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4와 같다.

직접 경험; 5; 2%

간접경험; 57;
22%

경험 없음; 192;
76%

그림4.조사대상의 요양경험

본인이 직접 경험 하였거나 또는 주변인의 간접 경험으로 산재처리 경
험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75.6%로 나타났으며
주변인의 간접경험이 있는 경우는 22.4%,직접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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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요통 피부병 근골격계질환 감염병 기타

그림5.본인과 주변인의 산업재해 종류

산재처리의 직,간접 경험이 있다고 답한 62명을 대상으로 산재종류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상해(48.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염병
(9.4%),근골격계질환(16.1%),요통(11.3%)등의 순의 결과를 보였다.



- 23 -

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관련된 증상과 산재보험에 관한 인식도
를 서울․경인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집락표본추출,설문지를 이용
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

다.
먼저,치과 환경에 따른 증상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면,환경에 대한 증

상(근골격 질환 제외)의 경우 치과재료에 의한 피부 이상증상과 장비에 의
한 생체기관의 특이 증상으로 구분 조사하였다.
치과 진료시 사용되는 생체재료들은 생물학적 화학학적으로 활성을 지

니므로 여러 가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치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생
체재료나 약,화학물질은 피부나 다른 부위 이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이
러한 물질들이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미치는 효과는 주로 피부 이상증상을
초래하게 된다.피부 이상증상은 자극성 피부염,알러지등으로 발생한다.
로 나뉜다.독성 화합물에 의한 자극성 질환은 피부세포에 대한 직접적이
고 즉각적인 세포독성 효과를 보인다.이는 단백질이 기본으로 구성된 피
부에 화학적 변화를 야기하는 독성 화합물이 단백질과 합성 또는 화학적
분해 작용을 일으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치과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자극성 증상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 는 아니지만 극히 낮은 농도의 화합물이지만 지속 반
복적으로 피부에 접촉을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누적적 손상 피부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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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 항원항체반응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병적인 과정을 나타내
는 것을 알러지라고 정의하고 있다.알러지의 경우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
확하며,잠재적인 알러지 불활성 물질이 자주 반복되거나 해당 물질이 신
체의 어떤 요소와의 변형에 의한 활성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는 주로 porcaine,세척제,
eugenol,iodine,formalin,hydroquinone,tricresol,phosphoricacid,X-ray
Fluid,살균제 등이 주가 되었었다.그중 치과재료에 많이 사용되는 메틸메
타아크릴레이트(MMA)의 1950년대 후반부터는 그 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 진행되기도 하였다(Hensten-Petersin,1990).또한,최근에 들어 HIV를
포함한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위험성 때문에 위생 및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이는 직업과 관련된 피부 이상증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과위생사가 Latexgloves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이 되지만 도리어 이에 부작용이 많
이 나타나는 추세이다.
연구 결과 각종 치과재료에 의하여 피부이상 증상경험을 나타내는 치과

위생사는 전체의 54.3%로 결과가 나왔다.근무기관,근무시간,주 담당업무
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근무기관 중에
환자를 대하는 절대량이 많은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피부이상증상의 경험을 호소한 경우는 63.3%,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는 42.1%의 증상 경험을 보였다(p<.01).근무년수가 많을수록 해당
증상경험이 많았으며(p<.01),환자관리를 하는 치과위생사보다 직접적인 접
촉을 하는 진료보조업무의 경우 피부 이상증상 경험이 높았다(p<.001).이
는 접촉 빈도나 접촉기간과 피부 이상증상 경험이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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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피부접촉이 되었을 때 피부이상증상 생기는 재로로는 Eugenol이 53.6%

로 가장 많았고,X-rayfluid가 6.5%,etchingsolution이 5.1% 등으로 나타
났으며 기타 제품으로는 Latex gloves, 미백제, Alcohol, Alginate,
Amalgam,FC,H2O2,NaOCl,Stone등에 의하여 피부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이는 가장 빈번히 접촉을 하는 재료인 Eugenol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으면,그 외에 환자 진료시 착용하는 glove나 기타 재
료에도 피부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치과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의한 생체기관의 특이 증상 중 호

흡기 관련 증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Alginate나 Stone등의 분진흡입
으로 인한 기침을 호소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6.5%이며 근무기관에 따라
서는 치과병원 근무 치과위생사(30.8%)에 비하여 치과의원 근무 치과위생
사(57.8%)가 자주 기침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p<.001).치과의원에
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에 비
해서 분진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4-5년의 경
력자가 기침 호소율이 61.1%로 가장 크게 나왔다(p<.001).이는 치과의원에
서 근무하는 4~5년차의 치과위생사가 기침 호소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
타내며 분진에 가장 많은 접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생체기관의 특이 증상 중 두 번째로 시력저하의 경우 먼저 Curing

Light의 ‘건강유해성의 조사연구(Ellen M외,2004)에서 살펴보면 Curing
lightgun은 광중합형 Resin을 경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써 푸르
고 자주색의 빛(Curinglight)을 발생하는 장비이다.치과종사자는 진료시
이 빛에 직․간접으로 노출되며 이 빛으로 기인하여 눈과 피부의 급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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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길 수 있다고 연구되었다.본인의 연구의 결과로는 Light-CuringGun
에 의한 Curinglight와 Unite-ChairLight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나빠졌다
고 응답한 치과위생사는 46.9%였다.
청력에 관하여 살펴보면,진료실에서의 High-Speed,Low-Speedengine

과 Ultrasonic의 소음은 Highgroup과 Low group의 차이가 3,000Hz에 달
하며,치과위생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DunnigandJenniferSusan,
2001).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장 소음의 해
당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진료실 및 기공실에서의 기계소리로 청력
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치과위생사도 응답자중 35.4%의 결과가 나왔다.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치과위생사의 직업군

에서 감염성 질환에 감염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응답자중 1.2%로 불과하다.
주로 B형 감염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이렇게 적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응
답자 대부분이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인 건강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치과위생사의 근무조건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결과를
고찰하여 보겠다.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형
태로,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위생사의 요통경험에 대하여는 근무자세와 톡정자세에 따라 직접적

인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이승주와 조명숙,1999)가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통증 유경험 치과위생사는 254명중 218명

(85.8%)이였다.부위별로는 목통증 48.0%,어깨는 71.7%,팔과 팔꿈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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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손/손목/손가락은 33.1%,허리는 56.7%,다리 및 발은 49.2%가 통
증을 경험하였다.치과위생사의 경우 어깨와 허리에 대한 통증 경험이 많
은 결과가 나왔다.NIOSH기준에 근거하여 자각증상 결과를 ‘기준 1’,‘기
준 2’로 분리하였다.이를 기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최재욱등
(1996)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통증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보였으나
본인의 분석결과는 연령에 높을수록 약간씩 증상이 낮아졌으며,근무년수
의 경우 3~5년 경력의 치과위생사가 가장 높은(전체의 75.9%가 ‘기준 2‘에
해당)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기존 연구중 구
정완과 이승환(1991),김형렬 등(2003),주선숙(2004)의 연구결과처럼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 호소율이 낮다는 결과와 흡사하나,연령보다는 근무년수가
보다 큰 차이를 보인 것은 3~5년 경력의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업무와 환
자관리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하여 가장
근골격계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증을 호소한 부위별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주선숙(2004)

의 연구 결과는 어깨,다리 ․ 발,등 ․ 허리,목,손 ․ 손목,팔 ․ 팔꿈
치 순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왔고,조애희(2001)의 연구의 경우 어
깨,허리,머리,목,등,발,무릎 순이었으며,하성자(2003)의 연구는 허리,
어깨,목,등,발목 ․ 발,무릎,손 ․ 손목,엉덩이,팔꿈치 순이었다.가장
빈번하게 근골격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는 기존 연구나 본인의 연구결과 어
깨와 허리가 가장 많았으나,통증 호소 부위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본인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어깨,허리,다리 ․ 발,목,손 ․ 손목 ․ 손가락,
팔 ․ 팔꿈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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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치과위생사가 근무 환경
에 따른 증상과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결과를 보였다.(피부이상증상
54.3%,호흡기 증상 46.5%,근골격계 통증 호소 85.5%등)조사 대상자중
과반수이상이 각종 이상증상이나 통증을 복수로 경험하고 이를 호소하는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이를 대처하는 방법이나 예방하는 활동은
극히 미비하다는 생각에서 산재보험의 인식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였
다.설문조사 항목 중 산재관련 인식 항목은 산재처리에 대한 방법의 인식,
산재처리 범위인식,산재처리 경험여부 조사 등 이다.
병원(직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80.7%,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18.1%,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2%
로 조사되었다.그러나 이는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의 위반
사항으로 모든 병원이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인 치
과위생사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전체 대상자 254명중 산
재급여 방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25명(9.8%)으로 이는
산재보험의 인지도가 극히 낮다는 결과를 말해준다.
산재를 처리한 적이 있는 직,간접적 경험자는 전체의 24%로 그중 상

해에 따른 처리 경험이 가장 많고(48.4%),그 외 감염병,근골격계 질환,요
통 등의 순이었다.
산재 처리시 사업주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실제 사업주의 승인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조사결과 95%에 달하는 치과위생사가 반대로 사업
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이는 산재급여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볼 수 있는 사업주 승인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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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못 인식됨으로 해서 치과위생사들이 산재 발생시 보험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산재 인식관련 조사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잘못된 인식은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에서 산재관련 내역이 전혀 없으며,해당 병원(직장)내에서도 산재
관련 교육이 미비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산업안전교육에 대하여서는 근무 중 업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는 12.2%에 불과하였다.이는 산재보험의
관한 인지도도 낮지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예방교육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전체 치과위생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가장 크게 구분하는 근무 기관의 비율
을 맞추는데 집중하다보니,각 기관별 근무자의 다른 일반적 특성의 비율
의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예를 들면,치과병원의 조사대상자의 경
우 대부분 연령이 높고 근무기간이 길며,치과의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
은 젊은 대상자가 많았다.이로 인하여 각 증상의 조사 결과 및 고찰시 일
반적 독립변수에 따른 조사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의 변화가 예측하기 쉬운
쪽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좀 더 세분화되고 치밀하게 조사 대상을 선
정하였다면 더욱 정확한 증상 결과를 조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기존 연구의 문헌고찰시 치과 근무 환경에 따른 증상(호흡기,시

력,청력)조사 항목의 경우 관련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어 기존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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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서울,경인지역의 치과위생사 254명을 대상으로 피부 이상증상과 자각
적 증상,근골격계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산재관련 인식에 대하
여도 조사하였다.

근골격계 증상의 경우 NIOSH 기준을 근간으로 빈도분석을 하였고,그
외 증상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환경적 요소에 따른 교차검정을 실시하였다.
피부 이상증상의 경우 전체의 54.3%가 증상을 경험하였으며,치과의원

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원에 비하여 21.2% 높은 증상 호소율을
나타냈으며 근무기간은 4~5년 경력자가 가장 높은 증상(70.4%)을 경험하였
다.피부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재료로는 Eugenol(53%)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X-rayfluids(7%),Etchingsolution(5%)등의 순이었다.치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호흡기,시력,청력의 자각적 증상의 경우는 호흡기 증상이
46.5%,시력이 46.9%,청력이 35.4%의 증상 호소율을 나타내었다.역시 치
과의원이 치과병원에 비해 높은 증상빈도를 나타내었으며,근무기간도 4~5
년 경력자가 가장 높았다.재료 및 환경의 영향에 의한 증상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4~5년 수준의 치과위생사가 재료 및 장비의 접촉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 이였다.
치과위생사가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NIOSH 기준의 ‘기준 1’

이 전체의 63.4%,‘기준 2’가 58.3%였다.10명중 6명에 가까운 치과위생사
들이 ‘기준 2’에 속하며,이는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과위생사가
근골격계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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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인식 조사의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많았다.우선,법적으로 모
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므로 조사대상자인 치과위생
사들이 근무하는 직장(병원)은 모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실제
조사결과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인원이 전체의 18.1%,모른다는 인원
이 1.2%로 조사대상중 20%에 육박하는 치과위생사가 산재보험에 대해 거
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산재급여 방법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편으로 전체 응답자중 9.8%에 불과한 25명만이 그렇다는 답변을 하
였다.게다가 본인이 안다고 답한 25명도 산재급여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혀 없을 정도로 산재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치
과위생사들에게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 밝혀졌다.
치과위생사는 근로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전체 근로자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나,실제로 처한 근무환경은 면밀히 살펴보
면 각종 피부,호흡기 등의 증상과 근골격계 질환 등의 발생이 높은 편이
나 실제로 관련된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
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많은 연구와 조사로 이에 대한 대처나 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있는 반면 그 외의 치과위생사의 특수 환경적 증상
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향후 치과위생
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증상의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한다.또한,각종 증상 등에 적합한 예방활
동과 더불어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치과 내 근무인력(치과의사 및 조무사
등)에 대한 산재관련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2 -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강부월.조직몰입도 인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p2

문희정.치과위생사의 진료자세와 통증과의 상관관계 연구.중앙대학교 석
사학위논문,1999

안진흥,강동묵,조권한,문덕환.병원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율과
위험요인.대한산업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02,p113-115

이승주,조명숙.일부 치과위생사의 요통경험 및 관련요인(Ⅱ).대한 물리치
료학회지 1999;11(2):123-130

주선숙.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증상 및 업무관련요인.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4

하성자.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상태와 관련요인.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조애희.보건소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신체손상
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 33 -

이성숙.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한국보건
교육학회지,Vol.15No.1(1998)

보건사회부.의료기사법,법률 제 2534호,1973

강신익,이희철.치과용 아말감이 수진자 및 치과 종사자의 혈중 수은농도
에 미치는 영향.인제의학 제20권.제1호 pp503-542,1999

오상봉,김휘석.한국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방안.을유문화사,2000,p4-22

박은주.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나윤석.전북지역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원
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장계원.임상치과위생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전주간호보건전
문대학논문집,1997

이희경.치과기공사의 직업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연세대핚교
석시힉위 논문,1993



- 34 -

최재욱,염용태,송동빈,박종태,장성훈,최정애,반복적 작업 근로자들에서
의 경견완장애에 관한 연구.대한산업의학학회지 1996;8(2):301-319

구정완,이승환.은행원의 VDT작업에 따른 피로자각 증상.예방의학회지
1991;24(3);305-313

노동부.산업재해조사분석.노동부 2005

이승길.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처리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편집위원회.예방의학과 공중보건.계축문화사.2판2003
p318~321

김인아,고상백,김정수,강동묵,손미아,김용규,송재철,일부 조선업 노동
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의 관련성.대한산업의
학회지 2004;16(4);401-412

Macdonald G,Robertson MM,Erickson JA.CarpalTunnelSyndrome
among California dental hygienists. Dent Hyg (Chic)
1988;62(7):322-327



- 35 -

GoldmanHS,Hartmanks,MesslteJ.Occupationalhazardsindentistry.
YearbookMekicalPublishers,InC.1984;5-176

Forman-Franco B,Abramson Al.Stein T.High-speed drillnoiseand
hearing;audiometric survey of70 dentists.JADA,Sep 1978;97:
479-482

StunleyHR.Toxicitytextingofdentalmaterials.CRCPress,Inc.1985

Hensten-PetersinA,JacobsenN.Theroleofbiomaterialsasoccupational
hazardindentistry.IntdentJ1990;40(3);159-166

Ellen M,BruzellRoll,NilsJacobsen,ArneHensten-Pettersen.Health
hazardsassociatedwithcuringligntinthedentalclinic.ClinOral
Invest2004(8):113-117

Dunning,JenniferSusan.Theeffectsofoccupationalultrasonicexposure
on hearing in dentalhygienists:A pilotStudy.Old dominion
university,2001.



- 36 -

부부부 록록록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



- 37 -

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지 지 지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위생사로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장현정 입니다.

 

이 설문지는 치위생사의 업무관련 증상과 산재보험의 인식에 관한 논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치위생사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해 오신 느낌이나 경험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무기명으로 전

산처리 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이고, 비밀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 응답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답에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5년 10월 4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도교수 차 봉석

                                                     연구자   장 현정  

 

                                                 TEL: 032-580-6111

                                          E-mail : bxo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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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  (  (  (  ))))에 에 에 에 기입하  기입하  기입하  기입하  여 여 여 여 주주주주

십시오십시오십시오십시오....

1. 선생님은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 치과병원    □ ② 치과의원    □ ③ 보건소 및 구강보건실   □④ 교육기관

2. 선생님의 연령은? (만      세)

3. 선생님의 현재 근무년수는? (          년)

□ ⓛ 1년 미만   □ ② 1-3년    □ ③ 3-5년    □ ④ 5-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4. 선생님의 결혼사항은?

□ ① 기혼, 자녀수 (     명)       □ ② 미혼        □③ 기타(별거, 사별)

5. 선생님께서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 진료보조업무    □ ② 환자관리 업무    □ ③  구강보건관리 업무

□ ④ 교육기관

6.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 ⓛ 전문대졸   □ ② 대 졸    □ ③ 석사과정    □ ④ 석사취득  

□ ⑤ 박사과정   □ ⑥ 박사취득

7. 선생님의 근무하시는 기관의 총 직원은? (치위생사뿐 아니라 병원의 전 직원수)

□ ⓛ 5인 미만   □ ② 5-10인    □ ③ 11-20인    □ ④ 21인 이상

8. 선생님의 현재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ex. 주 40시간, 44시간....)

(             시간)

9. 선생님의 근무경력은? 

□ ⓛ 1년 미만   □ ② 1-3년   □ ③ 4-5년   □ ④ 6-7년     □ ⑤ 7년이상        

10. 선생님의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세금 공제전 월 평균 급여는 얼마인지요?

□ ⓛ 100만원미만            □ ② 100-149만원       □ ③ 150만원-199만원  

□ ④ 200-299만원            □ ⑤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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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근무 근무 근무 근무 중에 중에 중에 중에 생길 생길 생길 생길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질환의 질환의 질환의 질환의 발병유무와 발병유무와 발병유무와 발병유무와 치료경험에  치료경험에  치료경험에  치료경험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 . . .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하거나 (  (  (  (  ) ) ) ) 에 에 에 에 기입하여 기입하여 기입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업무와 관련되어 신체 부위에 통증(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있다면 다음 아래 해당되는 통증부위와 특성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통증 통증 통증 부위부위부위부위 목목목목(  (  (  (  )))) 어깨어깨어깨어깨(  (  (  (  ) ) ) ) 팔팔팔팔////팔꿈치팔꿈치팔꿈치팔꿈치(  (  (  (  )))) 손손손손////손목손목손목손목////손가락손가락손가락손가락( ( ( ( )))) 허리허리허리허리(  (  (  (  )))) 다리다리다리다리////발발발발(  (  (  (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얼마 얼마 얼마 

동안동안동안동안 

지속됩니까?

□ 1일미만

□ 1일-1주일미만 

□ 1주일-1달미만 

□ 1달-6개월미만

□ 6개월 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미만 

□ 1주일-1달미만 

□ 1달-6개월미만

□ 6개월 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미만 

□ 1주일-1달미만 

□ 1달-6개월미만

□ 6개월 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미만 

□ 1주일-1달미만 

□ 1달-6개월미만

□ 6개월 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미만 

□ 1주일-1달미만 

□ 1달-6개월미만

□ 6개월 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미만 

□ 1주일-1달미만 

□ 1달-6개월미만

□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정도정도정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보기>

약한 약한 약한 약한 통증 통증 통증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중간 중간 중간 통증통증통증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심한 심한 심한 통증통증통증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심한 심한 심한 심한 통증통증통증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지난 지난 지난 1111년 년 년 년 동안동안동안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5. 지난 지난 지난 지난 1111주일 주일 주일 주일 

동안동안동안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지난 지난 지난 1111년 년 년 년 동안동안동안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병원․한의원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병원․한의원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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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각종 재료들이 실수로 선생님의 피부에 직접 닿아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알러지성 포함)을 일으킨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1  있으시다면 어떤 재료에 피부가 접촉 되었을 때 피부 이상증상이 생기셨습

니까?

□ ⓛ  MMA monomer □ ②  국소마취제  □ ③ Eugenol ( Z.O.E, perio-pack)

□ ④  X-ray fluid(현상,정착액)  □ ⑤ etching solution (phosphstes) 

□ ⑥ 기타(                  )

2-2 다음 아래의 재료들의 빈번한 사용으로 위 2-1번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

까?

- Soap, detergents                □ ① 예        □ ②  아니오        

- Latex gloves                    □ ① 예        □ ②  아니오         

- Paper Mask, Towels            □ ① 예        □ ②  아니오        

3. 치과진료실에서 교차감염이 있는 주의해야 할 감염성 질환으로 B형 감염, 

AIDS,  Herpes, 결핵, 상기도 감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질병에 감염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있으시다면 어떤 질병이십니까?  (                              ) 

4. 근무중에 Alginate나 Stone등의 분진흡입으로 인해 자주 기침을 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5. Light-Curing Gun, Unite-Chair Light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나빠졌다고 느끼

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6. 진료실및 기공실에서의 기계소리로 청력이 나빠졌다고 느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7. 위에 열거한 증상(통증 포함)들로 인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받거나 약을 

사먹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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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의 직장 직장 직장 직장 내에서 내에서 내에서 내에서 경험하셨던 경험하셨던 경험하셨던 경험하셨던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선생님께  선생님께  선생님께  선생님께  

서 서 서 서 경험이나 경험이나 경험이나 경험이나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가까운 가까운 가까운 가까운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    표하거나  표하거나  표하거나  표하거나  (  (  (  (  ))))에 에 에 에 기입하여 기입하여 기입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선생님 병원(직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른다  

2. 가입되셨다면 산재보험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1 (2번 항목에서 “예“로 답하신 분만 응답) 산재보험처리와 관련하여(산재 직후부

터 민사배상까지의) 산재처리 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대략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교육 횟수는?     회)

□ ⑤ 동료 또는 관련자에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3. 만약 선생님께서 근무 중에 어떠한 사고의 대하여 산재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

는지 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1 (3번 항목에서 “예“로 답하신 분만 응답)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주요한 산

재 처리 항목에 대하여 세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4. 선생님께서는 산재처리경험(본인 직접 경험 또는 주변인 간접 경험)이 있으십니

까? (산재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직접 경험이 있다.     □ ② 주변인의 간접경험이 있다.

□ ③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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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번 항목에서 1번 또는 2번을 택하신 분만 응답) 현직장 또는 과거직장에서 

근무 중 본인 또는 주변인이 입은 산재는 어떤 사항입니까?

□ ① 상해(기구, 주사바늘, 나이프 등에 찔리거나 베임)     □ ② 요통

□ ③ 피부병        □ ④ 근골격계질환       □ ⑤ 감염병

□ ⑥ 기타 (                          )

4-2 (4번 항목에서 1번 또는 2번을 택하신 분만 응답) 선생님 또는 주변인의 산재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 직접경험 : □ ① 예              □ ②  아니오 

  - 간접경험 : □ ① 그런것 같다     □ ②  아닌것 같다

4-3 (4번 항목에서 1번을 택하신 분만 응답) 선생님께서 산재처리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주로 받았습니까?

□ ⓛ 병원장       □ ② 근로복지 공단     □ ③ 병원(직장)관계자 

□ ④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 ⑤ 동료   □ ⑥ 기타 (                )  

5. 병원(직장)이 산재확인을 기피하는 경우 선생님은 병원(직장/사업주)의 승인 없

이도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5-1. (5번 항목에서 2번을 택하신 분만 응답) 사업주의 승인 없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모르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 관련 정부기관(산업안전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등)에 도움을 청하겠다

□ ② 본인이 끝까지 병원(직장)에 요구하여 처리하겠다.       

□ ③ 노동단체나 시민운동단체의 도움을 요청하겠다.

□ ④ 언론 및 인터넷등의 매스미디어에 고발하겠다.

□ ⑤ 포기한다. (번거로움, 복잡함 등의 사유로)

□ ⑥ 기타 (                          )



- 43 -

  

6. 근무 중 업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안전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6-1. (6번 항목에서 1번을 택하신 분만 응답) 받으신 안전 교육의 횟수 및 내용은 

어떠하였습니까?

  - 횟수 :  □ ① 월 1회 이상     □ ② 분기별 1회 이상     □ ③ 년 1회 이

상

            □ ④ 년 1회 이하     □ ⑤ 부정기적

  - 교육 주관자(부서) :                            

  - 방법 : □ ① 집합교육     □ ② 온라인교육     □ ③ 각종 공지

  - 내용 :                                                                  

6-2. (6번 항목에서 1번을 택하신 분만 응답) 받으신 안전 교육 실시에 대한 선생

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 ② 개인의 산업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③ 관련 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④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 이 연구의 결과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E-mail 주소를 아래로 적어 주십시오.

E-mail :                                                          

본 본 본 본 설문지를 설문지를 설문지를 설문지를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귀중한 귀중한 귀중한 귀중한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할애해 할애해 할애해 할애해 주신 주신 주신 주신 것에 것에 것에 것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번 한번 한번 한번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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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WWooorrrkkk---rrreeelllaaattteeedddsssyyymmmppptttooommmsssaaannnddd rrreeecccooogggnnniiitttiiiooonnn
ooofffIIInnnddduuussstttrrriiiaaalllAAAcccccciiidddeeennntttCCCooommmpppeeennnsssaaatttiiiooonnnIIInnnsssuuurrraaannnccceee

aaammmooonnngggDDDeeennntttaaalllHHHyyygggiiieeennniiissstttsss

JJJaaannngggHHHyyyuuunnnJJJuuunnnggg

DepartmentofOccupationalHealth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haBongSuk,M.D.,Ph.D.)

Toinvestigatetheoccupationalsubjectivesymptoms,recognitionand
experienceofindustrialcompensationinsuranceamongdentalhygienists
whileprovidingtheirdentalservices,weusedthequestionnaireswhich
are applicable to each case and analyzed the factors and the
characteristics.Thesubjectsforthisresearchcomprise254(7% ofthe
population)dentalhygienists who work in dentalclinics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asa memberofKorea DentalHygienist
Association.The research wasconducted from October10,2005 to
October3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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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nalyzedtheoccupationalsubjectivesymptomsintwodifferent
ways,oneisthesymptom from dentalmaterialsandenvironments,and
theotherismusculoskeletaldisorder.

Forthesymptomsfrom dentalmaterials,54.3% ofthesamplesurvey
groupexperiencedskindisorderand53% ofhygienistwhoexperienced
skindisorderpointedEugenolasacause.Forthesymptomsfrom
environment,46.5% ofthesamplesurveygroupexperiencedrespiratory
symptom,46.9% didrespiratorysymptoms,and35.4% didauditory
difficulties.
Forthemusculoskeletaldisorder,'Criteria1'was63.4%,and'Criteria

2'was58.3% ofsurveygroup,accordingtothestandardizationofU.S.
NationalInstituteforOccupationalSafetyandHealth(NIOSH)standard.
Inotherwords,almost60% ofgroupcomplainedseveresymptoms
lastedmorethanoneweekoroccurredatleastonceamonthwithin
thepastyear.
TheresultsofthelevelofunderstandingofIndustrialAccident

CompensationInsurance(hereinaftercalled"IACI")explained19.3% of
surveygroupeitherknew theirplaceofworkisnotinsured"IACI"or
didnotknow whetherornotwhile"IACI"ismandatorybylaw.It
revealsthelevelofunderstandingamongdentalhygienist.Moreover,
only9.8% ofwhorepliedtheirworkplacewasinsuredrecognizedthe
methodsof“IACI"transaction.Besides,nooneknew theexactway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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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Thismeansthedentalhygienistsrunshortof"IACI"level
ofunderstanding.
Asfortheprecedingresults,thedentalhygienistsareclassifiedto

theoccupationgroupthatisexposedtovariouskindsofdisorderand
symptomseasily.However,mostofdentalhygienistdonotrecognize
correctlyandshow littleinterestin"IACI"duetothelackofsubstantial
education.
From now on,itisnecessarythatdefinitepreventionand

managementthroughtheresearchrelatedto"IACI" accomplished
activelybydentalhygienist.Inaddition,itisneededthat"IACI"and
preventiveactivitiesbereflectedineducationalcoursefordental
hygienist.

----------------------------------------------------------------------------------------------------
Keywords:Dentalhygienist,Occupationalsubjectivesymptom,

Industrialaccidentcompensation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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