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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문분야별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스트레

스 수준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인자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직

무관련 특성, 건강관련 행위 그리고 인성으로 구분하여 그 관련성을 파악

해 보고자 실시하 다. 연구대상은 1200병상 이상의 4개 대학병원 및 종합

병원과 인천소재 1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231명을 대상으로 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별 방사선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방사선종양 분야가 

가장 높았고 핵의학 분야, 전산화단층촬  및 핵자기공명 상 분야, 일반, 특

수, 초음파, 기타 분야, 그리고 혈관촬 분야 순이었으며 모든 직종이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했다.

2. 건강관련행위에 있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스트레스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3. 직무특성과 스트레스수준 비교에서는 직무요구도가 낮을수록, 직무자율

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었

다.

4. 인성과 스트레스 수준비교에서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 자기존중심

이 높은 사람, B형 행동유형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었다.

5.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설명력을 파악한 결과, 인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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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에서는 종교, 건강관련 행위의 특성에서는 운동이 유의한 변

수이었으며, 직무특성 변수에서는 직무자율성이 유의한 변수이었고 스

트레스의 9.6%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인성변수에서는 내적 통제신념, 자

기 존중심, A형 행동유형이 유의한 변수이었으며 인성변수로 스트레스

를 36.1%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모든 직종의 방사선사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

험군이었으며 스트레스 원인별 분석결과에서는 비종교자, 비운동자, 공격적

이거나 경쟁적이며 참을성이 없는 A형 행동 유형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존심이 낮은 방사선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방사선

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성 특성과 직업의 특성

의해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직무스트레스, 방사선사, 직무특성, 건강관련행위, 사회적지

지,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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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직무환경과 직무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고있는 구조

조정(downsizing)과 성과급제도, 연봉제 도입, 각종능력 평가제도, 고용 축소

정책은 직장인들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현대사회의 생활양식 및 인간관계의 

변화는 인간의 정신수준과 제반 보건문제의 변화를 초래하 으며 직장에서 

경험하게되는 업무과중이나 역할갈등 그리고 업무자율성의 결여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병원의 방사선 진료부문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는 방사선의학의 전문지식

과 고도의 기술, 방사선취급이라는 특수한 물리적 환경, 그리고 병원 조직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직종과 많은 부서와의 관계,  환자와의 접점 근무환

경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방사선사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이하’ 54.4％, ‘9시간∼10시간‘ 

37.6％, 11시간이상이 8.1％ 고 요통을 경험한 방사선사도 85.3％로 그렇지 

않은 군 14.7％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김재권, 1999; 어윤기 등, 1999). 또

한 일일 촬 건수에서도 대학병원이상을 기준으로 100건 이상이 83.0％로 

100건이하 17.0％보다 많은 것(여진동과 오문 , 1999)으로 나타나 과도한 

육체적 부담과 함께 방사선피폭에 항상 노출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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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유용한 목적으로 사

용되는것 뿐만아니라, 방사선이 생물체(인체)에 다량 또는 장기간 조사되면 

조직이나 기관이 위축되어 세포가 죽게 되거나 세포내의 표적분자인 DNA 

구성성분에 손상을 주게 되므로 종사자 신체의 생리적, 생물학적 상호작용

에 의하여 생체적, 유전적 향에 심각한 향을 주기도 한다.  의료 방사

선에 노출되는 종사자는 급성방사선에 의한 향보다는 지속적 저선량 방

사선 피폭에 의한 장해가 문제가 되므로 만성적 피폭에 의한 신체적인 장

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폭방호 주의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

의 피폭선량은 일년에 3.07mSv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함

겸, 1996) 의료기술의 향상과 방사선진단․치료장비의 급속한 발전은 오히

려 방사선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방사선사는 방사선피폭의 우려 

외에도 수술실, 중환자실, 특수검사실 등 환자의 생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매일매일 고 긴장상태에서 직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이렇듯 방사선사는 특수한 직무환경과 업무형태에 있어서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업무형태는 다양한 형태

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선사의 스트레스는 결국 조직(병원)과 개인의 건강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인자(stressor)

와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구명(究明)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

구목적이다.



- 3 -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분야에 따라 직무특성을 파악해 본다.

둘째, 전문분야에 따라 방사선사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본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인성 등과 스트레스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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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개념

오늘날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고용됨으로써 노동력 대가로 금전적인 보

상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일과 스트레스간에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에 있으므로 일을 하는 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문제는 과연 스트

레스의 수준을 몸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게끔 적절하게 유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유지만 된다면 오히려 정신건강이나 직

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생산성간에는 역 U자모양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 다(Morano, 

1977).

높음  

성

과

수

준

낮음 

낮음   스트레스수준  높음

그림 1. 스트레스와 성과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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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산성은 적정한 요구(즉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최고로 오르고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성(활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Quick 

(1984)도 스트레스가 부정적 가치뿐만 아니라 긍정적 가치도 갖고 있음을 

제언하면서 스트레스가 부정적 가치를 지닐 때 이를 역기능 스트레스라 말

하고 긍정적 가치를 지닐 때 순기능 스트레스라 말한다. 즉, 스트레스는 그

림2와 같이 순기능 스트레스인 유스트레스(eustress)와 역기능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distress)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 자원이나 상황등에 의한 과

도(過度)한 스트레스(hyperstress)와 과소(過少) 스트레스(hypostress)로 구분 

할 수 있다.

과도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스트레스

과소스트레스

디스트레스

                      그림 2.  스트레스의 구분

유스트레스는 반응이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결과를 말한다. 이

것은 성장성, 융통성, 적응성이 높은 성과수준과 관련이 높으며, 건강한 반

응은 조직구성원의 효과적인 목표달성과 조직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

록 한다.

한편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반응이 건강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파괴적

인 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디스트레스는 병, 노쇠, 사망과 관련한 심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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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결근율과 같은 개인적․조직적 역기능적인 결과를 포함한다. 디스트

레스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잘못 관리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반적 결과

이다.

그 동안 직업성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시되었던 연구모델로

는 직업성 긴장모델(Job Strain Model)(Karasek, 1979), 인간-환경 적응모델

(Person-Environment Fit Model)(Campbell, 1974; Caplan, 1972; French와 Kahn, 

1962; French와 Kahn, 1974; Harrison, 1976; House, 1972; Pinneau, 1976), 노

력-보상 모델(Effect-Reward Model)(Siegrist 등, 1997)등이 있다. 이 중 직업

성 스트레스 원인론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왔던 모델은 직업성 

긴장 모델과 인간-환경 적합 모델이다.

가. 인간-환경 적합 모델

인간-환경 적합 모델에서는 긴장이란 직업에 대한 개인의 동기(motives)

와 환경이 제공해 주는 여러 여건들(공급, supply)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혹은 직장에서의 요구(demands)와 그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

력(ability)에 차이가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동기란 수입, 정책결

정에 참여 등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요구란 직무과중이나 일의 복잡성 

등을 뜻한다. 이 모델에서는 주관적 인간과 객관적 환경사이의 적합 여부

에 의해 긴장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돈, 음식,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이 개인의 동기의 수준보다 낮으면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되고 점

차 동기와 공급이 평형상태가 되면, 스트레스는 0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공급이 동기보다 높은 경우,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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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개인의 동기 수준에 공급이 더 이상 양을 주지 못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충분히 주어지면 더 이상 그에게 음식이 

더 공급되더라도 그는 더 이상 먹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곡선 B는 한쪽 부분의 동

기에 대한 공급 초과가 또 다른 동기에 대한 공급으로 직접 사용될 때 즉, 교환되

어 질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가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임금을 받

을 때, 그의 욕구와 가치 기준을 그 수준에 맞추어 살아가지만, 돈이 더 생겨 평상

시 그가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 또 다른 물건을 살만큼 공급이 제공되는 경우, 이

에 만족함으로써 스트레스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곡선 C는 한 부분의 

동기에 대한 공급이 초과되어 제공되었지만 그 공급이 또 다른 동기에 대한 부족

으로 작용할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조직 생활에서 조직 성원들이 자신

의 사생활을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많이 관여할 때(공급의 초과), 그 사람은 더

욱 스트레스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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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

긴장

공급＜동기 공급＞동기

공급-동기에 대한 개인-환경 적합

－3  －2  －1   0   1   2   

3

C

A

B

－3  －2  －1   0   1   2   3

요구＜능력 요구＞능력

요구-능력에 대한 개인-환경 적합

고

저

긴장

B

A

C

그림 3. 환경- 적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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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능력의 경우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업무량, 리더쉽 등)의 수준보다 높은 경우 스트

레스는 증가하게 된다. 

나. 직업성 긴장 모델

직업성 긴장 모델은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이 어떻게 조합되어지느냐

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리 나타난다고 본다. 직무요구란 일에 향을 

주는 모든 스트레스 인자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직무과중, 시간을 다투

는 단순공정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말하며, 직무자율성이

란 숙련기술의 사용여부, 시간분배조절 능력, 조직 정책결정에의 참여 등과 

같은 직무내용을 뜻한다. 이 모델에서는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직무특성의 수준에 따라 긴장수준이 달라진다고 하

으며, 각 차원을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 다

(Karasek, 1979)(그림 4).

고

저

고저 직무요구도 긴장수준

직무자율성

저긴장 집단 능동적집단

고긴장집단수동적집단

활동수준

그림 4. 직업성 긴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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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집단은 저긴장 집단(low strain group)으로 직무요구도가 낮고 직

무자율성이 높은 직업적 특성을 갖는다. 저긴장 집단의 예로는 사서, 치과

의사, 수선공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두 번째는 수동적 집단(passive group)

으로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 모두가 낮은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직

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 모두 높은 집단인 능동적 집단(active group)으로 지

배인이나 관리인 등이 이 집단에 속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긴장 집단

(high strain group)으로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 자율성을 갖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조립공, 창구업무 근로자, 자료입력요원 등

이다.  두 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공통점은 스트레스란 결국 개인과 환경

(직업)간의 부조화로 생기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2. 스트레스의 사회적 지지와 인성 변수의 효과

스트레스의 중재변수로서 사회적 지지와 인성은 인지된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즉, 직장 동료나 상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

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향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in과 Ensel, 1989; Cohen과 Wills, 

1985). 사회적 지지와 함께 스트레스 연구에서 중요한 중재변수로 인성

(personality)을 들 수 있다. 인성 중 그 동안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던 

요소는 A형 행동유형(type A behavior pattern)과 통제 신념(locus of control), 

그리고 자기 존중심(self-esteem)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형의 행동

유형의 경향을 소유한 사람은 B형의 행동유형의 사람보다 스트레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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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적 향을 증대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ooper 등, 1995) 중재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병인성(vulnerability)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직업성 긴장

모델은 집단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세진 등, 1997).

결국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에 의해 향을 

받으며 이 과정에 사회적지지, 또는 인성 등의 중재자(stress modifier)가 관

여하여 직업성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감소 또는 완충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과정에서의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학자들은 건강 

위험인자와 함께 개인적, 사회적 자원이 정신건강의 수준이나 질병 발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Dean과 Lin, 1977; Lin과 

Ensel, 1989; Gore, 1978; Turner, 1983). 그 중에서 스트레스 인자와 스트레

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 그리고 건강 향의 관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던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행위와도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

다. 예를 들면, Umberson(1987)은 사회적 지지는 건강식이, 운동, 적당한 수

면, 그리고 적절한 약물의 복용, 음주, 그리고 흡연과 같은 건강 증진행위

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수동적인 성향

을 보이는 사람은 활발한 사회적 접촉을 갖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에 비해 불행한 생활양식에 노출되거나 그러한 생활양식을 소유할 가능성

이 높다(Dalgard와 Hahei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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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자기평가를 의미하는 자기 존중심에 의

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Brown 등, 1990), 스트레스 인자와 

스트레스 증상 그리고 건강 향간의 관계에 향을 미치는 중재변수로 널

리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면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자율성으로 인

하여 경험하게 되는 직업성 긴장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되고 심혈관 질

환 등의 신체적 질병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

지가 통제력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House, 1981).

나. A형 행동유형

그 동안 A형 행동유형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A형 행동유형은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고, 공격적이고 적대

적인 성향을 보이며, 경쟁적이며 참을성이 없는 성격으로,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위의 성향을 보이지 않는 행동유형의 특성은 B형 행동유형으로 각

각 정의된다(Friedman과 Rosenman, 1959).

A형 행동유형과 심장질환의 발생간의 관련성에 대해선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 연구로 Framingham 연구결과에 의하면, 

A형 행동유형을 소유한 사람은 B형의 사람보다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약 2

배 가량 높다고 하 다(Eaker 등, 1989). 그리고 French-Belgian 심장질환 공

동연구에서도 A형의 행동유형이 역시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밝

혀냈다(French-Belgian Collaboratitive Group, 1982).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A

형 행동유형과 심장질환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널리 알려진 Honolulu Heart Program에서는 A형의 행동유형과 심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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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못하 다(Cohen 등, 1989). 

 

다. 통제 신념

통제신념은 인성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통제신

념이란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generalized expectancy)로 정의되

며 Rotter(1975)에 의해 개발되었다. 통제신념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한 

사건의 발생이 그 자신의 노력이나 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내적 

통제신념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사건의 발생이나 결과는 자신의 노력

이나 향력 그리고 조정의 수준을 넘어 환경이나 주변의 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향을 받고 결정된다고 믿는 외적 통제신념, 그리고 자신

이나 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향을 받고 결정된다고 믿는 외적 통제

신념, 그리고 자신이나 향력 있는 타자에 의해서 결과나 사건이 향을 

받기보다는 우연에 의한 것으로 믿는 우연신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Rahim과 Psenicka, 1996).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변화시킬 수 있는)것으로 간주하는 사람 즉, 내

적 통제신념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문제중심의 대응행위(problem-focused 

action)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건강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증진시킨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

로 외적인 통제신념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해한 향

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게 된다.

내적 통제신념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 공격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

으며 협조자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며(Perlow와 Latham, 1993), 보다 주변환

경에 잘 적응한다(Cooper 등, 1995). 통제신념이야말로 가장 향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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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완화효과를 갖고 있는 인성 변수라고 할 수 있다(Cohen과 

Edwards, 1989).

라. 자기 존중심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오래 전부터 정신건강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Jahoda, 1958; Rogers, 1961; Taylor와 Brown, 1988). 자기 존

중심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향을 받는 자아에 대한 내

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Rosenberg, 1965).

Rosenberg(1981)는 높은 자기 존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

경심과 장점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그

리고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정확하게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

지만 자기 존중심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부족하고 부적격한 사람으로 간주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 다.

최근 Hurst 등(1997)은 일차 의료기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존심과 

건강관련 행위 실천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자존심은 장수(longevity)

와 관련이 있다고 하 다. 남자의 경우 개인적 손실, 흡연, 알코올 음용, 그

리고 위험한 상황에의 노출 등과 자기 존중심은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

고, 높은 자기 존중심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자신들의 사회적인 연대(social ties)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고 하

다. 나아가 높은 자기 존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양호한 건강수준을 보이고 이는 장수와 연결된다고 하 다. 

자기 존중심은 일련의 행위나 인성적 특성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이 보고

되었는데, 예를 들면 Robson(1988)은 긍정적인 결과는 높은 자기 존중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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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결과는 낮은 자기 존중심과 관련이 있다고 하

다. 즉, 자기 존중심이 높은 사람은 보다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그들의 

능력이나 행위에 대해 보다 신뢰감이나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행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및 역할 수행능력을 

갖게 된다.

 

3. 방사선사의 업무해설 및 선행연구 

의료기사법에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 전리 방사선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관리업무, 의료화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

용한 핵의학적 검사에 종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의료기사법 시행령, 

1989). 

방사선사의 직무내용을 전문분야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진단부문에서 방사선사의 직무

흉부, 복부, 골격, 병실 및 수술실 촬  등 일반촬 , 위장검사, 대장검사, 

유방촬 , 비뇨기촬  등 특수․투시촬 , 혈관촬 (DSA,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CT (computed tomography)검사, MRI (magnetic resonance 

image)검사, 초음파검사 외에도  CR (computed radiography), PACS (picture 

achiving communication system) 등 상관련 업무,  암실작업, 방사선방어에 

대한 관리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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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부문에서의 방사선사의 직무

치료계획, 고에너지 방사선 체외조사, 봉소선원 등 치료용 선원관리 및 

치료협조(소선원 체외조사, 강내조사, 조직내 조사), 보조기구, 고정기구, 방

어용구 등의 정비, 피폭방어대책, 선량계 등 측정용 기구관리 등의 업무가 

있다.

다. 핵의학 부분에서의 방사선사의 직무

핵의학 검사실의 출입관리, 체내검사, 방사면역 계측, 봉선원의 관리, 

피폭방어대책, 오염방어대책, 배기, 폐수, 폐기물의 처리, 방사능 오염관리, 

선량측정, 선량계 등 측정기구의 관리, 핵종의 사용명세서류 및 기타 각종 

의뢰서의 기록과 관리 등의 업무가 있다.

라. 선행연구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서 직종별, 

직급별, 업무형태별 등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는데 이규명(1996)은 「방사선

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에서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 

과부하라고 지적하면서 방사선사의 스트레스 요인 규명과 함께 직무만족도

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 고, 정동성(1996)의 「방사선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와 김상환의「방사선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방사선사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바 있다. 또한 김창호(1996)의 「방사선사의 직무만족과 



- 17 -

전직에 관련된 요인분석」에서도 급여, 승진, 방사선장애, 동료와의 관계 

등 직무 스트레스가 전직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앞서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 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인자별 구명(究明)에

는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연구대상도  업무특성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

하 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다른 전문분야별  방사선사에게 모든 결과를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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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1200병상이상의 서울소재 4개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인천

소재 1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231명을 연구대상자로 하 다. 표

본 추출방법은 각 병원별로  진단방사선과(일반, 특수, 초음파, CT, MRI, 

DSA 기타 포함), 핵의학과, 방사선종양(치료)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최소 5명 이상으로 하여 전문분야별에 따라 최소 분포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 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병원의 관리자에게 설명한 후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 으며 이중 

237부가 회수되어 94.8％의 회수율을 보 다. 이중에서 전문분야가 표시되

지 않았거나 분석에 불충분한 응답을 한 6명을 제외하고 231명을 최종 분

석대상으로 하 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표준화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방사선사의 정신건

강 수준의 지표로서 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위

험요인을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직업 관련 특성, 건강관련 행위, 그리고 인

성으로 구분하여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원인인자와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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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 다.

 다음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변수의 설명이다. 

가. 스트레스 수준의 분포

성별, 연령, 직종, 결혼상태, 직위, 근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파

악, 분석한다.

나. 스트레스 요인 

⑴ 독립변수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교육수준(학력), 종교, 결혼상태

- 직무 관련 특성 : 전문분야, 직위, 근무기간, 월평균 수입, 근무형태(교

대근무), 

- 건강 관련 행위 : 흡연상태, 음주상태, 커피음용, 규칙적 운동

- 직무 내용 : 직무 요구도, 직무 자율성, 육체적 위협, 정신적 위협

⑵ 중속변수

-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⑶중재변수(modifier)

- 사회적지지

․상사지지

․동료지지

-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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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통제신념

  ․우연(운)

  ․외적 통제신념

․A형 행동유형 

․자기 존중심 

다. 변수의 측정

⑴ 직업적 특성(직업성 긴장)

Karasek 등(1988)의 고용 특성에 관한 연구(US Quality of Employment 

Survey)에서 사용된 직무내용 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방사

선사의 근무 환경에 맞게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 다. 직무요구도는 5개 문

항, 직무자율성은 6개 문항, 피폭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육체적 위협

(physical threat) 1개 문항, 의료사고에 대한 정신적 위협(mental threat) 1개

문항 등 총 13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

간(조금)그렇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로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 으며, 각각에 대해 0-1-2-3점을 부여하 고 Karasek 등(1988)의 점수 산

정 방식에 따라 직무요구도와 직무 자율성을 산정하 다. 따라서 직무요구

도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직무

자율성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적 특성은 Karasek(1979)의 연구 모델에 따

라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을 각각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세 집단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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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의 측정을 위해 장세진(1993)의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를 기초로 개발된 18문항의 단축형 

PWI(SF-PWI) (장세진, 2000)를 사용하 다. SF-PWI는 4점 Likert척도

(0-1-2-3)로 응답하도록 하 으며, 총점을 합하여 1-7점까지는 저위험군으로, 

8-14점은 중간으로 15-21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

정하 다. 높은 점수는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⑶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Karasek 등(1988)의 고용특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수행된 

직무내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사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5항

목)와 동료의 지지(5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 다. 응답자로 하여금 

‘매우 그렇다’(3점), ‘대부분 그렇다’(2점), ‘조금 그렇다’(1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0점)로 응답하게 하 으며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⑷ 인성(성격)

인성은 A형 행동유형과 통제신념의 소재, 그리고 자기존중심을 측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Framingham 연구에서 사용된 Framingham Type A 

Behavior Pattern(Haynes 등, 1978)을 이용하여 행동유형을 측정하 다.

내부적 통제신념이 강한 사람은 외적 통제신념이나 우연신념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보다 자아존중심(self-esteem)이나 자신력(self-efficacy)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인성적 성향은 건강문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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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lisle-Frank, 1991). 이 연구에서

는 Levenson(1973)의 7개 항목의 축소형 통제신념척도(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를 이용하 다. 자기 존중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개념으로 Rosenberg(1965)의 단축형 Self-esteem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분석 방법 및 연구의 틀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간의  비교 분석과  직무요구도, 직무자율

성, 동료의 지지, 상사의지지 등 직무특성 요인과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

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chi-square를 시행하여 스트레스와 이들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내적 통제신념, 외적 통제신념, 자기 존중심 등 인성요인과 직무요구도, 

직무재량도, 동료의지지, 상사의 지지와 스트레스 수준에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t-test, ANOVA분석을 시행하 다.  전문분야별에 따른 직

무 스트레스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ANOVA 분석을 시행하

다. 또한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수집된 자료를 개인용 컴퓨터에서 입력한 후 SAS 

v8.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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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문분야별로는 일반, 특수, 초음파, 

CT․MR, DSA 등 진단방사선과 근무자가 74.3％, 방사선 종양학과 근무자 

10.8％, 핵의학과 근무자가 14.3％ 다. 나이는 30대가 57.1％로 가장 많았

고 성별로는 남자가 82.2％, 여자가 12.7％ 으며, 학력은 대졸이상(4년제)

이 33.8％ 고.  현직장에서 근무경력은 5년이상 10년미만이 47.6％로 가장 

많았고, 교대근무는 “한다“가 37.2％로 ”안한다” 62.8％보다는 낮았다. 연봉

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이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0

만원에서 4000만원미만이 39.89％ 고 4000만원이상은 8.7％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55.4％로 ”없다“ 44.6％보다 높았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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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일반적 특성

특   성    내  용 수(％)

성 별 남 190(82.3)

여 41(17.7)

연 령 20대 51(22.1)

30대 132(57.1)

40대 46(19.9)

50대이상 2(0.9)

결 혼 기혼 163(70.8)

미혼 66(28.7)

기타 1(0.43)

학 력 전문대졸 153(66.2)

대학졸 64(27.7)

대학원졸 14(6.1)

직 급 방사선사 159(68.8)

책임,주임기사 43(18.6)

감독(계장),기사장 29(12.6)

근무부서 진단방사선 173(74.3)

핵의학 25(10.8)

방사선종양 33(14.3)

현 병원 근무기간 5년이하 61(26.4)

6-10년 110(47.6)

11-15년 32(13.9)

16-20년 17(7.4)

21년 이상 11(4.8)

연 봉 2000미만(단위:만원) 18(7.8)

2000-3000미만 101(43.7)

3000-4000미만 92(39.8)

4000이상 20(8.7)

교대근무 한다 86(37.2)

안한다 145(62.8)

종 교 기독교 63(27.3)

카톨릭 35(15.2)

불교 25(10.8)

무교 103(44.6)

기타 5(2.2)

    계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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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행위의 특성

건강관련행위와 관련하여 전체응답자의 45.0％가 현재 ‘흡연하고 있다’고 

하 고, 음주도 80.1％가 ‘한다’라고 응답하 는데 한달 평균 소주17병(맥

주50병)을 마시는 경우도 6.9％가 있었다.  커피는 하루에 2-3잔을 마시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상(67.4％)을 차지하 고 4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도 

11.3％가 있었다.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32.9％가 ‘한다’고 응답한 반

면 ‘안 한다’가 67.1％로 대다수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표2)

표 2. 건강관련 행위의 특성 

         건강관련행위 수(％)

흡연여부 흡연 한다 104(45.0)

안 한다 94(40.7)

과거흡연 33(14.3)

음주여부 음주 안 한다 44(19.1)

음주 한다  음주량/1개월 187(80.1)

           맥주 10 43(18.6)

           맥주 11-30병 100(43.3)

           맥주 30-49병 28(12.1)

           맥주 50병 이상 16(6.9)

커피음용여부 안 마신다 20(8.7)

마신다 211(91.3)

         1잔 이하 54(23.4)

         3잔 131(56.6)

         4잔 이상 26(11.3)

규칙적인 운동 한다 76(32.9)

    안 한다 155(67.1)

* 음주량 환산은 소주 1병 = 맥주 3병으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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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분야별 직무특성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전문분야별 직무특성 수준 비교에 있어서 직무요구도는 CT, MRI 분야가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핵의학과 7.1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무자율성에서는 

핵의학과 11.4점으로 높은 반면 일반, 특수, 초음파, 기타그룹(이하 일반, 

특수)이 10.1점으로 가장 낮았다.

육체적 위협 (방사선 피폭 우려)은 일반, 특수 분야와 핵의학 분야가 가

장 높았으며, 정신적 위협(의료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특수 분야와 

방사선치료 분야가 1.7점으로 높았다.

상사지지도와 동료지지도에서는 혈관촬  분야가 7.9점과 8.5점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 상사지지도에서는 CT, MRI분야가 6.2점으로 가장 낮게, 동

료지지도에서는 7.1점으로 방사선종양 분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상

사지지도와 동료지지도를 합산한 사회적 지지에서는 혈관촬 분야가 16점

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방사선종양 분야가 1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분야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전문분야별 방사선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수준은 방사선종양 분야가 20.1,로 가장 높았고 핵의학 분야 19.4, 전산

화단층촬  및 핵자기공명 상 분야 18.7, 일반, 특수, 초음파, 기타 분야가 

18.5 그리고 혈관촬 분야가 18.2 순이었으며 모든 직종이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 고위험군에 속했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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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문분야별 직무특성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평균(표준편차) 

직무특성     총평균  GSUE CT,MRI DSA NM  RT

직무요구도 7.4 7.3(1.41) 7.6(1.39) 7.4(3.11) 7.1(1.36) 7.3(1.38)

직무자율성 10.6 10.1(2.79) 10.6(3.04) 11.3(2.21) 11.4(3.01) 10.8(2.67)

육체적 위협 1.6 1.6(0.49) 1.6(0.48) 1.3(0.48) 1.6(0.49) 1.5(0.51)

정신적 위협 1.6 1.7(0.45) 1.5(0.50) 1.4(0.51) 1.6(0.48) 1.7(0.45)

상사지지 6.6 6.5(2.41) 6.2(2.92) 7.9(1.44) 6.8(2.19) 6.3(2.22)

동료지지 7.6 7.5(1.94) 7.7(2.09) 8.5(1.83) 7.9(1.93) 7.1(1.81)

사회적지지  14.2 14.0(3.92) 14.0(4.45) 16.4(2.03) 14.8(3.53) 13.5(3.39)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18.9 18.5(6.56) 18.7(6.57) 18.2(6.86) 19.4(6.78) 20.1(8.68)

GSUE: 일반, 특수, 초음파, 기타   CT, MRI: 전산화단층촬 , 핵자기공명 상

DSA: 혈관촬     NM:핵의학     RT: 방사선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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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성별에서는 남자(18.7점) 여자(19.6점)가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 으며 

연령에서는 30대 이하(20.1점)가 40대 이상(17.1점)에 비해 스트레스수준이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전문대졸(19.3점)이 대학교 이상(17.9점)보다 스트레

스 수준이 높았다.

직급별에서는 방사선사(19.5점)와 책임, 주임기사(17.9점)는 별 차이가 없

었으나 감독(계장), 기사장(16.1점)과는 큰 차이가 있어 대조를 보 다. 또

한 현직 경력에서는 21년 이상(13.6점)에 비해 5년 미만(20.8)이 유의한 스

트레스 수준(p<0.05)을 보 으며, 급여수준에서는 연봉기준 2000만-3000만군

(17.5점)이, 교대근무 여부에 있어서는 “한다”(19.2점)가 각각 스트레스 수준

이 유의하게 높았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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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특   성 평균(점)/총 평균   표준편차  p-value

성 별 남 18.7/ 18.9 6.91 0.43

여 19.6 6.96

연 령  30이하 20.1 6.91 0.09

         31-39 19.0 6.86

      40이상 17.1 6.85

학 력 전문대졸 19.3 6.78 0.13

         대학교이상 17.9 7.11

직급별 방사선사 19.5 6.95 0.03

         책임,주임기사 18.2 6.51

         감독(계장),기사장 16.1 6.67

현직경력 5년미만 20.8 7.15 0.00

  5-10년 18.4 6.74

  11-15년 17.1 7.23

          16-20년 21.8 5.44

 21년이상 13.6 2.46

급여수준 2000만이하 17.5 6.33 0.03

  2000-3000만 미만 20.7 7.46

 3000-4000만 미만 19.0 6.98

4000만 이상 16.9 5.76

교대근무 한다 19.2 6.48 0.56

안한다 18.7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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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관련 행위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건강관련행위와 스트레스수준에 있어서는 흡연자(19.3점)와 비흡연자(19.0

점)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여부에 있어서는 

월 평균 맥주 25병 이상을 마시는 사람(20.2점)과 맥주 5병 이하를 마시는 

사람(17.8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16.9점)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19.8

점)에 비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었다(p<0.05).

커피음용의 경우 ‘안 마신다’(18.1점)와 ‘3잔 이하 마신다’(18.7점)는 큰 차

이가 없었으나 ‘4잔 이상 마신다’(20.5점)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 다.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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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건강관련 행위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건강관련행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평균 표준편차  p-value

흡연여부     흡연한다  1갑 미만 19.03 6.58 0.55

              

        
          1갑 이상 19.56 6.37

          흡연 안 한다 18.98 7.11

       과거흡연 17.30 7.65

음주여부  안 마신다 19.39 6.84 0.28

마신다

   맥주5병이하/1개월 17.76 8.21

   맥주6-24병 18.36 6.55

       맥주25병 이상 20.24 6.38

규칙적인 운동  한다 16.92 7.05 0.001

             안 한다 19.80 6.66

커피음용여부 안 마신다 18.10 6.33 0.42

              

 
        3잔 이하 18.67 7.00

        4잔 이상 20.46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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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수준의 비교

직무 특성에서는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20.6점)이 낮은 군(17.2점) 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20.9점)이  높은 군(16.7점)

보다 스트레스를 20％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위협이 높은 

군(19.6점)과 정신적 위협이 높은 군(20.3점)이 각각 낮은 군(18.3점, 18.0점)

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받았다.

상사의 지지도 면에서는 상사의 지지가 ‘낮다’고 답한 군(20.2점)이 ‘높

다’고 답한 군(17.5점)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동료의 지지도에서도 

낮은 군(20.9점)이 높은 군(16.9점)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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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무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수준의 비교

   직무특성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평  균 표준편차 p-value

직무요구 저 17.2 6.94 0.04

         중 19.0 6.29

            고 20.6 8.15

직무자율성  저 20.9 6.90 0.00

            중 18.3 6.86

            고 16.7 6.31

육체적 위협  저 18.3 7.09 0.17

            고 19.6 6.75

정신적 위협  저 18.0 7.04 0.01

               고 20.3 6.70

상사지지       저 20.2 7.30 0.09

               중 18.3 6.55

              고 17.5 6.95

동료지지       저 20.9 6.48 0.01

               중 18.7 6.75

               고 16.9 7.33

사회적지지     저 20.3 7.13 0.04

               중 18.5 6.76

               고 16.8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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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군(17.4점)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에 비해 내

적 통제신념이 낮은 군(19.8점)이 10％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외적 통제신념은 높은 군(20.3점)이 낮은 군(17.9점)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우연(운)신념은 높은 군(19.6점)이 낮은 군(18.5점)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A형 행동유형 군(16.4점)이 B형 행동유형 군(21.6점)보다 스트레스

를 적게 받고 있었다.

자기존중심이 낮은 사람들(23.2점)은 높은 사람들(15.7점)에 비해 스트레

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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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인   성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수준

       평  균  표준편차   p-value 

내적 통제신념  저 19.8 6.50 0.01

              고 17.4 7.33

외적 통제신념  저 17.9 7.04 0.07

             고 20.3 7.57

우연(운)신념    저 18.5 6.72 0.28

               

 
고 19.6 8.66

행동유형      A형 21.6 6.36 0.00

              B형 16.4 6.46

자기존중심    저 23.2 5.52 0.00

              고 15.7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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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변수의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

여 네 개의 모형에 의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먼저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Ⅰ에서 스트레스를 6.0％설명할 수 있었

으며 유의한 변수는 종교이었다. 

  건강관련 행위의 변수를 투입한 모형Ⅱ에서 스트레스 총 분산 중 약 8.

2％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운동이 유의한  변수 다. 또한 모형Ⅰ에서 보

다 2.2％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직무특성 변수를 투입한 모형Ⅲ에서는 유의 변수는 직무자율성이었으며 

모형Ⅱ에서보다 9.6％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인성변수를 추가한 모형Ⅳ에서는  내적 통제신념과 자기 존중심, A형 행

동유형이 유의 변수로 채택되었으며 모형 Ⅰ, Ⅱ, Ⅲ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나이가 유의변수로 추가되었다. 또한 모형 Ⅳ로 스트레스를  53.9％ 설명할 

수 있었으며  앞의 모형과 비교할 때 5가지 인성 변수가 추가됨으로 해서 

약 36.1％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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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제 변수의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변   수 B   T     B   T   B   T    B    T

성별 0.24  0.19  0.35  0.25 -0.39 -0.29 -0.47 0.44

나이 0.12  -1.23 -0.09 -0.98 -0.11 -1.23 -0.15＊ -2.05

종교(유, 무) -2.08 2.23＊  1.93  2.06＊  1.69  1.87  0.43 0.62

결혼(기혼, 미혼) 1.03  0.80  0.82  0.63  0.49  0.39  0.28 0.29

학력 -0.91  -0.92 -0.67 -0.66 -0.36  0.36 -0.26 033

흡연(흡연, 비흡연) -0.60 -0.57 -0.65 -0.65  0.27 -0.34

음주(음주, 비음주)  0.53  0.43 -0.12 -0.10  0.57 0.61

커피음용(음용, 비음용)  0.15  0.09 -0.49 -0.31 -0.28 -0.23

운동(한다, 안한다)  2.10  2.06＊  1.71  1.73  1.40 1.84

직무요구도  0.53  1.88  0.29 1.31

직무자율성 -0.37* -2.00 -0.23 -1.61

사회적지지 -0.31 -1.15 -0.02 -0.13

육체적위협 -0.66 -0.68 -0.56 -0.75

정신적위협 -1.82 -1.82  0.38 0.49

내적통제신념 -0.30 -1.03

외적통제신념  0.44 1.45

운 -0.63 -1.80

A형 행동유형  0.67＊＊ 3.25

자기존중심 -1.97＊＊ -9.25

            F        2.82＊        2.14＊       2.99＊＊      11.84＊＊

            R²        0.060        0.082       0.178      0.539

           Adj.  R-Sq.        0.039＊        0.044＊       0.119＊＊      0.494＊＊

＊: P<0.05, ＊＊ : P<0.01

모형Ⅰ: 성별, 나이 종교, 결혼, 학력             

모형Ⅱ: 모형Ⅰ＋흡연, 음주, 커피음용, 운동

모형Ⅲ: 모형Ⅰ＋모형Ⅱ＋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사회적지지, 육체적위협, 

모형Ⅳ: 모형Ⅰ＋모형Ⅱ＋모형Ⅲ＋내적통제신념, 외적통제신념, 운, A형 행동유형, 자기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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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이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수준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인자를 사회 인구학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그리고 

인성으로 구분하여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종합병원의 진료부문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방사선취급이라는 특수한 

물리적 환경과 환자의 접점근무환경은 다른 직종과는 상이한 근무형태로

써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조직발

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치

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분야별 방사선사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발생에 관여하는 원인인자와 스트레스 사이에 상

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경험

하게되는 스트레스 수준은 자신이 속해있는 직업의 특성, 즉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직업적 긴장수준이나 주변으로부터 제공

받는 사회적 지지나 개인의 인성(A형 행동유형, 자기존중심 등)에 따라 각

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근무하고있는 직무의 성격에 의해 향을 받으며 이 과정에 사회적지지 또

는 인성 등의 중재요인(stress modifier)이 관여하여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

키거나 감소 또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스트레스와 중재요인이 전문분야별 방사선사에 있

어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전문분야별 스트레스 

수준 비교에 있어서 분야별에 따라 강한 양의 관련성을 보 으나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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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수준(0.05<p)은 되지 못하 다. 그러나 동일한 단축형 PWI (장

세진, 2001) 설문도구를 사용한 5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

상으로 연구한 장세진(2001)의 스트레스 수준(20.7점)보다는 방사선사의 스

트레스 수준(18.9점)이 낮게 나와 일반사업장의 근로자보다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별 직무특성 수준 비교에 있어서 직무요구도는 CT, MRI 분야가 

가장 높았고, 핵의학 분야가 가장 낮았다. 직무자율성에서는 핵의학과가 높

은 반면 일반, 특수 분야가 가장 낮았다. 육체적 위협 (방사선 피폭 우려)

은 일반, 특수 분야와 핵의학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나  방사선차폐와 업

무형태 개선 등의 피폭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정신적 위협(의료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특수 분야와 

방사선치료 분야가 가장 높아 고긴장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상사지지도와 동료지지도에서는 혈관촬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

면 상사지지도에서는 CT, MRI 분야가, 동료지지도에서는 방사선종양 분야

가 각각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지지도와 동료지지도를 합

산한 사회적 지지에서도 혈관촬 분야가 가장 높은 반면 방사선종양 분야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직무(일)환경은 일반 특수분

야와, 핵의학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환자 검사와 육체적 근무강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한편 상사와 동료지지도에서 혈관촬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팀웍(team work)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

성상 부서내 신뢰감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비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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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경력이 높을수록,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이는 근무경력이 쌓이

면서 급여수준과 직무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직무만족과 스트레

스도 적게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관련행위에 있어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

는데 흡연이 스트레스에 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

에 흡연을 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는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비흡연자 중에

서 「과거흡연」의 경우가 비흡연자 평균보다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

다. 이는 피우던 담배를 금연하는 사람일 경우 내적 통제신념이 ‘강할 것

이다’라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음주가 스트

레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에서 비음주군

이 음주군보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수준

(p>0.05) 이상으로 나타나 음주가 스트레스 감소에 직접적인 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주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1개월에 맥

주를 5병 이하를 마시는 사람이 6병 이상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

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나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운동하는 사

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유의수준 이하(p<0.05)로 스트레스를 적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규칙적인 운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의 수준과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직무자

율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수준(p<0.05)이하로 높게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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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는 Karasek(1990)의 직업성 긴장 모델에서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직무특성에 따라 긴장수준이 달라

진다고 하는 주장과 일치한다. 방사선사의 특수한 근무환경인 방사선 피폭

에 대한 우려의 수준과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유의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방사선 피폭 위험이 스트레스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유의수준(p<0.05)이하로 나타나 방사선 피폭에 의

한 스트레스보다 의료사고에 발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병원의 경우 방사선 차폐시설이 잘 갖추어져있고 

정기적으로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가 스트레스 수준에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사의 지지도(0.05<p)보다 동료의 지지도

(0.05>p)가 스트레스에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두변수의 합인 사회적 

지지도가 유의수준(0.05>p)이하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에 많은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애정

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조

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인성과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내적 통제신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

다, A형 성격이 B형 성격보다, 자기 존중심이 낮은 사람이 유의수준

(p<0.05)이하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내적 통제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협조자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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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많이 얻고 보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고 하는(Hassmen과 Koivula, 1996)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공격적이고 적대

적이며 경쟁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A형 행동유형이 그렇지 않은 B형 행동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존중심 역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기 존중심이 낮은 사람의 경우 자신을 부족하고 부적격한 사람으로 간주하

는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Rosenberg. 1981)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

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를 특성별로 4개 모형으로 나누고 이를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모형Ⅰ에서는 성별, 나이, 종교, 결혼, 학력

을 투입한 결과에서는 종교가 유의 변수 다. 모형Ⅱ에서는 모형Ⅰ의 변수

에 흡연, 음주, 커피음용, 운동 등, 건강관련행위의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변수는 운동이었고 흡연, 음주, 커피음용은 양의 관련성을 보

다. 그리고 모형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종교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

는데 이는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았음을 

설명해 준다. 모형 Ⅲ에서는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 등 직무특성을 변수

로 투입한 결과에서는 유의변수는 직무자율성이었고 모형Ⅱ보다 9.6％ 설

명력이 증가되었다. 마지막 모형Ⅳ에서는 내적 통제신념, 외적통제신념, 우

연(운)신념, A형 행동유형, 자기존중심 등 인성변수를 투입한 분석에서는 

자기존중심과 A형 행동유형이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모형,Ⅰ

Ⅱ,Ⅲ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나이가 유의변수로 채택되었으며 그 다음 순

으로 직무자율성, 우연(운)신념, 직무자율성, 내적 통제신념 순으로 높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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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을 보 다. 또한 앞의 4개 모형에 5가지 인성변수가 추가됨으로 

해서 설명력이 약 36％의 증가되어 사회적 스트레스에 인성이 많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종합해 볼 때 나이가 어릴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미혼이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건강관련 행위와 관련해서는 흡연자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성이 사회적 스트레스에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높은 자존심을 갖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취동기가 강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성향을 

보이는 A형 행동유형이 그렇지 않은 B형 행동유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몇 가지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

문에 모든 결과를 개인병원이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에게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

향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변수의 특성과 수준을 측

정하 기 때문에 응답자의 직무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방사선사의 직무특성에 알맞는 설문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 다양한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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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되도록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이 연구는 스트레스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 기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 및 예방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향후 연

구에서는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스

트레스 감소 및 예방 전략의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직무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무외적으로 

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 즉 우울이나 피로도가 사회적 스트레스에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분야별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유발인자간 관련

성을 알아본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으로 제한점을 보완한 훌륭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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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문분야별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스트레

스 수준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위험요인을 일반적 특성, 직업관

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그리고 인성으로 구분하여 그 관련성을 파악해 보

고자 실시하 다.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1200병상 이상의 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인천소재 1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231명을 대상으로 

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별 방사선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방사선종양 분야

가 가장 높았고 핵의학 분야, 전산화단층촬  및 핵자기공명 상 분

야, 일반, 특수, 초음파, 기타 분야, 그리고 혈관촬 분야 순이었으며 

모든 직종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했다.

2. 전문분야별 직무특성 수준 비교에 있어서 직무요구도는 CT, MRI 분

야가, 직무자율성에서는 핵의학과가, 육체적 위협 (방사선 피폭 우려)

은 일반, 특수 분야와 핵의학 분야가, 정신적 위협(의료사고 우려)은  

일반, 특수 분야와 방사선치료 분야가 각각 가장 높았다. 한편 상사지

지도와 동료지지도를 합산한 사회적 지지에서는 혈관촬 분야가 가장 

높았다.  

3. 건강관련행위에 있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스트레스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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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특성과 스트레스수준 비교에서는 직무요구도가 낮을수록, 직무자

율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

었다.

5. 인성과 스트레스 수준비교에서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 자기존중

심이 높은 사람, B형 행동유형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었다.

6.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제 변수의 설명력을 파악한 결과, 인구 사

회학적 특성에서는 종교, 건강관련 행위의 특성에서는 운동이 유의한 

변수이었으며, 직무특성 변수에서는 유의한 변수는 직무자율성이었고 

스트레스의 9.6%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인성변수에서는 내적 통제신념, 

자기 존중심, A형 행동유형이 유의한 변수이었으며 인성변수로 스트

레스를 36.1%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모든 직종의 방사선사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

험군이었으며 스트레스 원인별 분석결과에서는 비종교자, 비운동자, 공격적

이거나 경쟁적이며 참을성이 없는 A형 행동 유형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존심이 낮은 방사선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방사선

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성 특성과 직업의 특성

의해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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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과 5학기에 재학중인 

소병교입니다.

이 설문지는 「전문분야별  방사선사의 스트레스 수준 연구」

에 관한 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해오신 느낌이나 경험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무기명

으로 전산처리 되므로 일체의 비 을 지켜드리며 어떤 다른 

목적에도 이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됩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설문한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연구종료 후 

답변 드리겠으며 이 설문자료의 결과로 방사선사 상호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답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 3월 20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도교수    노 재 훈

                               연 구 자    소 병 교

전    화 : 02)361-6279, 016-303-5638

e - mail  : bgso@yum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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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질문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연령은?  (만    세)

2.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선생님의 결혼 사항은?   

①기혼, 자녀수 (     )  ②미혼  ③ 기타 (별거, 사별)

4. 선생님의 학력은? 

①고졸  ②전문대졸(2∼3년)  ③대졸  ④대학원졸 (석사,  박사)

5. 선생님의 근무하시는 병원에서의 직급은 ?

①방사선사  ②책임기사  ③주임기사  ④감독기사(계장)  ⑤기사장 ⑥기타

6.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부서는 ?

①진단방사선과 [ ㉠일반,특수 ㉡CT  ㉢MRI ㉣Angio  ㉤초음파 ]

②방사선종양학과  ③핵의학과  ④ 기타(       )

7. 선생님께서는 그 동안 방사선사로 근무하신 총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5년이하  ② 6-10년  ③ 11-15  ④ 16-20 ⑤ 2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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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생님의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년이하  ② 6-10년  ③ 11-15  ④ 16-20  ⑤ 21년이상 

9. 선생님의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백만원 정도          

10. 선생님은 교대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선생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카톨릭  ③ 불교  ④ 무교    ⑤기타

12. 선생님께서는 흡연을 하십니까?

① 흡  연  ② 비흡연  ③ 과거흡연 (피우다가 현재금연)

▷ (흡연하시는 분에 한하여)

 - 하루 흡연개피수 :  약     개피/하루

 - 흡연기간은        년

13. 선생님께서는 음주를 하십니까?

① 마신다   ② 안 마신다

▷ 음주하시는 분에 한하여

- 1개월당 음주횟수 :       회

- 1회 음주시 음주량 :       (예:소주1병, 맥주2병...)



- 57 -

14. 선생님께서는 커피를 하루에 몇 잔정도 드십니까?

(안마시는 경우는 “0”기입)        잔/하루

15. 선생님께서는 규칙적인 운동(주당2-3회)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선생님께서는 업무변경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부서로 이동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하신 경우, 희망부서는

㉠핵의학 ㉡방사선치료  ㉢일반,특수촬  ㉣ CT ㉤ MRI ㉥ Angio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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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선생님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이나 느

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수행하는 일(직무)은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2. 나의 일(직무)은 매우 시간적 여유 없이 빽빽하게 

수행된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강요를 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4. 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5. 어떻게 일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권한)이 나에겐 거의 없다.

6. 나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 

발언권을 많이 갖고있다.

7. 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8.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적인 일이다.

9. 나의 업무는 창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10. 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한다.

11. 나는 일을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

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12. 나는 방사선피폭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13. 나의 업무중 의료사고 발생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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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 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고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2. 나의 상사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해준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4. 나의 상사는 서로 협력하여 일이 잘 진행되게끔 이끌어 간

다.

5. 나의 동료들은 자신의 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6. 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호의)을 갖고 있다.

7. 나의 동료들은 친절하다.

8. 나의 동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다음은 하루 일과후의 선생님의 느낌과 평상시 무엇인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시, 선생님의 태도

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1. 시간에 대한 압박(시간부족, 시간에 대한 강박)을 많이 느꼈다.

2. 일이 일과시간 후에도 머리 속에 남아있어 근무시간이후에도 일을 생각해

야만 했다.

3. 일이 나의 능력이나 힘의 한계점(수준)까지 이르러 힘든 적이 자주 있었다.

4. 내가 “일을 과연 잘 수행했을까?”에 대한 불확실함, 불편함, 그리고 

  불만족스러움을 종종 느꼈다.

5. 평상시 무엇인가를 (사람이나 사물) 기다려야만 할 때 화가 난다.

   (기분이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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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선생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조금)그

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삶은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천하도록 한다.

3.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4.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루게 된 것은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5. 인생은 운이 따라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6.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7. 내 인생은 주로 향력을 갖고있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

8. 나는 일에 대해 의욕적이며 경쟁심이 강하다.

9.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10. 보스(우두머리) 노릇이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11. 다방면에 걸쳐 뛰어나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다.

12. 식사를 빠르게 한다.

13. 전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14. 이따금 나는 전혀 쓸만한 사람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15. 매사에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6. 나는 최소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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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은 최근 몇주 동안에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

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이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2.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3.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어 먹는 것 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4.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5.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6.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7.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 진다.

8.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

9.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10.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11. 어떤 일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12.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13. 안절부절 못 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14.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15.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16.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17. 모든 것을 고려 해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18.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사선사의 상호이해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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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factors and 

stress level of radiotechnologists

Byung Gyo So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ess level and to 
evaluate their relationships by classifying stress related factor to 
demographic social characteristic, job related characteristic, and health 
related behavior, and human nature of radiotechnologist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Subjects were 231 radiotechnologists working at 4 
university hospitals having capacity over 1200 beds, one large scale 
hospital, and 1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Incheon cit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social psychological stress level of the special field 

radiotechnologists was highest in radiation therapy field and subsequently 
ranked as to nuclear medicine,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general radiography, specific radiography, ultrasound, 
the rest, and angiography field. All fields were evaluated to th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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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level of the social psychological stress.
In the evaluation of the health related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moker and 
non-smoker for the stress level, but regularly exercising participants had 
lower stress level than no exercising participants.

In the evalu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related 
characteristics and the stress level, the stress level was lower as demand 
for duty of the job was lower, decision latitude was higher, and social 
recognition was higher. 

In the evalu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nature and the 
stress level, participants of higher inner control conviction, participants 
of higher self-respect, and B type behaviorist underwent lower stress. 

In the evaluation of the descrip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religion in the demography social characteristic, exercising in the health 
related behavior, decision latitude in the job related characteristic were 
significant variable in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se variables were 
explained with 9.6% of the stress. Inner control conviction, self-respect, 
and A type behavior in the human nature characteristic were significant 
variable and these variables were explained with 36.1% of the stress.

The overall results showed that all radiotechnologists were in the 
high risk level of the social psychological stress and, in results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factors causing stress, stress level was high in 
non- religionist, no exercising participants, aggressive, competitive, and 
not perseverant A type behaviorist, contradictive participants for oneself, 
and participants of low self-respect, therefore, the social psychological 
stress for the radiotechnologis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individual 
human nature characteristic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Job related stress factor, radiotechnologist, job related 
characteristic heath related behavior, social support, 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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