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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work environments of dental

hygienists to their occupational diseases in a bi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ir health care, health promo-

tion and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00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Seoul, urban communities involv-

ing large cities and rural areas. One-on-one interviews and a self-administered survey were implemented with

their consent. 

Results :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60 percent of the dental hygienists investigated replied that

they had occupation-related physical symptoms. By the length of service, the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for

six to 10 years had the most symptoms. 2. Out of the occupation-related symptoms, the most prevalent symptom

was a pain in the shoulders and neck(41%), followed by a pain in the lower back, a pain in the legs, a pain in the

wrists and skin diseases. The most painful parts of the body were hands and arms. 3. In regard to the relation-

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intensity of pain, the highest group of the dental hygienists in

Seoul replied that they had a severe pain, and the lowest number of those in the large cities gave the same

answer. 4. Concerning the cause of occupational diseases, 65.7 percent cited the wrong posture. 5. As to relation-

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gular hospital-visit experiences for the prevention of pain during

work hours, many of the dental hygienists who were in their 40s and 50s visited hospitals from time to time, and

many of those in their 20s never did that. 6. In regard to link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n opinion

on the necessity of regular education, many of the respondents from Seoul and urban regions involving large

cities considered it necessary to receive education on a regular basis. By daily work hours, the highest number of

those who worked for eight hours or less considered that necessary, and lots of those who worked for 11 hours

didn’t consent to that. The gaps between th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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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치과의료분야는 나날이 대형화, 전문

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근무환경에 능동적인 대

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치과의료환경의

변화는 근무환경에 편리함과 함께 복잡하고 다양화된

근무형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많은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가발생하게된다1).

오늘날 수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중 직업성 근골

격계질환이주된문제로부각되고있다. 과학기술의발

전으로많은생산시설의자동화가이루어지고있다. 하

지만아직도많은직종에서는사람이직접하는생산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증가시키고있다2).

직업병이란 작업환경 중에 노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을말한다3-5). 또한반복되는단순작업으로기계적스트

레스가신체에누적되어근육, 혈관, 관절, 신경등에미

세한손상을유발함으로써손가락, 손목, 어깨, 목, 허리

등의 만성적인 통증과 감각이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RMSDs)이있다6).

우리나라 노동부 재해 통계 질병자 중 근골격계 질환

발생은 2001년 1,624명, 2002년 1,827명, 2003년

4,532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4년 4,112명, 2005

년 2,901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근골격계 질환

의 감소원인으로는 2003년부터 시행한 근골격계 질환

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조치의 효과가 다소 작용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6년에 6,233명으로 전

년대비 두 배 이상인 114.9% 급격히 증가하며7),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2001년 1,634명에서

2008년 6,874명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직업병으로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은 반복 작

업, 접촉스트레스, 진동, 불안정한 자세, 장기간의 지속

적인 노동력, 저온, 무리한 힘이 필요한 작업으로 분류

되고 있다8).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언제, 어디서

나 발생될 수 있는 질환으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

과병의원의근무환경도예외일수없다.

치과진료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

는 직종으로 단순반복작업 등 직업 자체의 내적요인으

로 인한 부적절한 진료자세를 취하게 되며,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9,10). 치과의료인의 대부분 진료

자세는 목이 숙여지고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고 팔이

올라간 특이한 자세로 서거나 앉아서 진료와 진료보조

를행하기때문에신체특정부위에통증을유발하게할

수 있으며, 장시간 근육의 긴장이 따르게 된다11,12). 따

라서 치과의료 관련인들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바르지

않은 자세로 직업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인 자신의

근무 만족도 감소와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 저하 및

다른 일반적인 업무처리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사료된다.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공중구강보

건증진및향상에관한업무, 구강진료보조업무, 응급

구강상병의 처치에 관한 업무 등을 시행하는 의료기술

전문가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근무환경을 통한 직업

병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직업현장에서 다빈도로 발생

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적 관리와 교육훈련을 포함

한 인간공학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

고있다13).

선행되어 연구8)된 자료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들의 근

무환경에 의한 직업병 중의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과 통

증간의 상관관계가 많았고 그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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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daily work hours and length of service were two integral factors

to affect the regular hospital-visit experiences and pain, and the wrong posture was identified as the most

common cause of occupational diseases. To ensure the successful preven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dental

hygiene students should be taught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disease before they start to work, and sup-

plementar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dental hygienists to work in the right posture.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4)：58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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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치과위생사

의근무환경에서발생될수있는직업병에대한신체적,

정신적인피해를미리예방할수있는대책의수립이필

요하다고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과 직업병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병에

대한효율적인관리를통하여, 직업병의예방및근무환

경의개선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서울시, 광역시·시지역, 읍면지역등에서근

무하는현직치과위생사300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2.2. 연구방법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서울시, 광역시·시지역, 읍면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에게 협조를 구한 후

1:1직접면접설문과자기기입방식으로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특성 6문항, 직업병과 관

련된문항 7문항을내용으로조사하였다.

2.3. 연구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현직에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관련 증상, 증상 종류, 통증

이가장심한부위를파악하기위해빈도와백분율을산

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병 증상 유무, 통

증 정도, 병원 방문경험,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조

사하기위해χ2(Chi-Square)검증을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령은 20대가 69%로 가장 많고 30대가 27.3%, 40

대 이상이 3.7%였다. 근무지역은시지역이 49%로 많으

며서울 23%, 광역시 14%, 읍면지역 11%, 기타가 3%로

나타났다. 일일 근무시간으로는 9시간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10시간 31%, 8시간 이하 22.3%, 11시간 9%

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으로는 개인의원 92.7%로 가

장 높았고, 근속년수는 1~2년 31.7%, 3~5년 25.3%, 1

년 미만 21.3%, 6~9년 14.0%, 10년 이상 7.7% 나타났

다.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0~40명 미만 47%, 40명 이

상 34%, 20명미만 19%로나타났다.

3.2. 직업병 관련 증상 유무

직업에 관련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인 치과위생사 본인

이 자각하는‘신체적 증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0%로 나타났으며‘신체적 증상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0%였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병 증상 유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병 증상 유무의 결과는

<Table 2>와같다. 

성별에서 남자는 증상이 없다고 응답한 자가 100%였

으며 여자는 증상이 있다가 60.9%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40대 75%, 30대 69.5%,

50대 66.7%, 20대 57.8% 순이었고 근무지역에서는증

상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읍면지역 69.7%, 서울시

69.6%, 광역시 57.1%, 시지역 54.8%였으나 통계적으

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하인 경우 61.2%가‘증상

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9시간, 10시간, 11시간에서는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8.9%, 71.0%,

85.2%로 증상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개인의원에서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4%로

가장 높았고 하루 평균 환자 수에서는 40명 이상이

66.7%, 20~40명이 58.6%, 20명 미만이 54.4%로 환

자를 많이 볼수록 증상을 느끼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는없었다.

근속년수의 조사결과 직업병에 대한 자각여부에 대한

증상이다고응답한경우가 6~9년에서 85.7%로가장높

았으며, 3~5년 70.7%, 10년 이상 60.9%,  1~2년

55.8%, 1년 미만이 39.1%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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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업병으로 발현된 증상 종류

직업병으로발현된증상종류는 <Table 3>과같다. 

직업병으로인한증상중어깨목통증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요통 38.7%, 다리 27.7%, 손목 18.7%, 피부

질환이 5.7% 순으로나타났다.

3.5.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

통증이심한부위에대한결과는 <Table 4>와같다.

‘통증이 없다’라고 응답한 치과위생사는 37.3%이고,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로는‘손, 팔’부위가 24.3%로

나타났으며‘모두 비슷하다’는 20.7%, ‘무릎, 발 다리’

부위 10.7%, ‘목, 허리’부위는 4.7% 순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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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Number Percentage

Sex Female 298 99.3

Male 2 0.7

Age 20~29 207 69.0

30~39 82 27.3

40~49 8 2.7

50＜ 3 1.0

Working area City 147 49.0

Seoul 69 23.0

Large city 42 14.0

Town·Township 33 11.0

Etc 9 3.0

Working time (hours) 9 113 37.7

10 93 31.0

＞8 67 22.3

11 27 9.0

Type of service A dental clinic 278 92.7

A general hospital 8 2.7

A dental university hospital 7 2.3

Etc 7 2.3

Career (yrs) 1~2 95 31.7

3~5 76 25.3

＜1 64 21.3

6~9 42 14.0

≥10 23 7.7

Patients per a day ＜20~40 141 47.0

≥40 102 34.0

＜20 57 19.0

Total 300 100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같다. 

성별에서 남자는 100% 모두 심하지는 않다고 응답하

였으며 여자는 69.1%가 심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대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심하지않다는 40대에서 75%로가장많았다.

근무지역에서는 통증이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서울

시에서 43.5%로가장많았으며광역시가 14.3%로가장

낮았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p＜0.05).

일일 근무시간에서는 8시간 이하, 9시간, 10시간에서

는‘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11

시간에서는‘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9.3%로 나타났

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p＜0.05).

근속년수에서는‘심하지 않다’가 1년 미만에서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하다’는 6~9년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43.5%, 3~5년

35.5%, 1~2년 24.2%, 1년 미만이 15.6% 순으로 나타

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p＜0.05).

하루 평균 환자 수에서는 40명 이상이 39.2%,

20~40명미만 28.4%, 20명미만이 21.1%로환자를많

이 볼수록 통증이 심하다고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나타났다(p＜0.05).

3.7. 직업병이 발생하는 주관적 이유

직업병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65.7%가‘잘못된 자세’

라고 응답하였으며‘불량한 근무 환경’19.0%, ‘직업병

의 지식부족’6.3%, ‘이유가 없다’5%, ‘우발적 사고’

또는‘기타’가 2%로나타났다. 

3.8.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병원방문경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병원방문경험을살펴본결과는 <Table 6>과같다. 

연령에서는‘가끔 방문한다’고 응답한 자가 40대와

50대에서각각 62.5%, 66.7%로높은비율을보인반면

20대에서는‘전혀방문하지않는다’에서 53.9%로 나타

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p＜0.05).

근무지역에서는‘가끔 방문한다’의 응답자가 서울시

와 읍면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기관은 개인의원

이 46.9%로가장많았다(p＞1.05).

일일 근무시간은 10시간, 11시간에서 각각 50.0%,

81.5%로‘가끔 방문한다’의 응답자가 많았고 8시간 이

하, 9시간에서는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

았으며 근속년수에서는 3~5년, 6~9년, 10년 이상에서

각각 50.7%, 57.1%, 52.2%로‘가끔 방문한다’의 응답

자가 많았고 1년 미만과 1~2년에서는‘전혀 방문하지

않는다’의응답자가많았다(p＜0.05).

3.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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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7>과같다. 

성별에서남자 100%는모두‘아니다’라고응답하였으

며, 여자는‘아니다’와‘그렇다’의비율이비슷하게나타

났으며 연령별로는 정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가

20대에서43.5%, 30대는 42.7%로나타났다(p＞0.05). 

근무지역에서는 정기교육이‘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자가 서울시에서 49.3%, 광역시에서 45.2%, 시지역에

서 47.6%, 읍면지역에서 21.2%로 나타났으며 일일 근

무시간의 경우는 8시간 이하에서‘정기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50.7%로 가장 많았으며 11시간에서는‘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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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pation-related symptom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p＜0.05

Division

Occupation-related
symptoms Total X2 p값

Yes No

Sex Male 0(0) 2(100) 2(100) 3.088 0.079

Female 181(60.9) 116(39.1) 297(100)

Age 20~29 119(57.8) 87(42.2) 206(100) 2.380 0.497

30~39 54(69.5) 28(34.1) 82(100)

40~49 6(75.0) 2(25.0) 8(100)

50＜ 2(66.7) 1(33.3) 3(100)

Working area Seoul 48(69.6) 21(30.4) 69(100) 5.873 0.209

Large city 24(57.1) 18(42.9) 42(100)

City 80(54.8) 66(45.2) 146(100)

Town·Township 23(69.7) 10(30.3) 33(100)

Etc 6(66.7) 3(33.3) 9(100)

Working time (hours) ＞8 26(38.8) 41(61.2) 67(100) 24.467 * 0.000 

9 66(58.9) 46(41.1) 112(100)

10 66(71.0) 27(29.0) 93(100)

11 23(85.2) 4(14.8) 27(100)

Type of service A dental university hospital 4(57.1) 3(42.9) 7(100) 0.416 0.937 

A general hospital 4(57.1) 3(42.9) 7(100)

A dental clinic 168(60.4) 110(39.6) 278(100)

Etc 5(71.4) 2(28.6) 7(100)

Career (yrs) ＜1 25(39.1) 39(60.9) 64(100) 27.617 * 0.000 

1~2 53(55.8) 42(44.2) 95(100)

3~5 53(70.7) 22(29.3) 75(100)

6~9 36(85.7) 6(14.3) 42(100)

≥10 14(60.9) 9(39.1) 23(100)

Patients per a day ＜20 31(54.4) 26(45.6) 57(100) 2.733 0.255

＜20~40 82(58.6) 58(41.4) 140(100)

≥40 68(66.7) 34(33.3) 102(100)



다’가 77.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근무기관으로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가 각각 71.4%, 7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병원은‘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가 48.9%

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4. 총괄 및 고안

병의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

출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산업보건에

관하여 무관심하여 왔다.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산

업 보건에 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14) 사회적으로도 관

심영역으로대두되고있다. 

치과위생사의 주 근무지인 치과병의원은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의료 이용의 접근성과 질병의 예방관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산업은 환경의 특

수성과 관련된 질병발생이 다른 산업보다 높다는 결과

가국내외에서보고되고있다15).

의료기사로서 치과위생사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 보건의료직종 중 하나이다. 치과 의료

자체가단순반복작업등직업자체의내적요인과, 작업

환경의문제및시간약속제의부담, 신기술습득에대한

압박감, 직업상의 위해요인의 존재 등으로 인해8) 많은

통증이유발되고있다.

또한 치과진료에서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근골격계 질환 통증은 반복적인 작업과 치과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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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inds of occupation-related symptoms

*multiple choice

Table 4. The most painful parts of the body 

Division Number Percentage

A pain in the lower back* 116 38.7

A pain in the shoulders and neck* 123 41.0

A pain in the legs* 83 27.7

A pain in the wrists* 56 18.7

Hair loss* 2 0.7

Skin disease* 17 5.7

Etc* 4 1.3

Division Number Percentage

No 112 37.3

Similar 62 20.7

Hand, Arm 73 24.3

Knee, Foot, Leg 32 10.7

Neck, Waist 14 4.7

Head 2 .7

Skin 4 1.3

Etc 1 .3

Total 300 100



련이있는것으로잘못된진료자세와습관, 치석제거시

술이나 치주치료 등의 반복되는 직업적 특성, 구강진료

대상자의 좁은 구강에 접근하기 위한 부적절한 자세 등

으로인하여발생할가능성이높다16).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에서 다빈도로 발생되고 있는

직업병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선행연구13)를 살펴보

면진료시잘못된자세는시술업무, 보조업무에다각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편하게 고정

된 자세가 치과위생사에게 물리적인 부담감을 주기 때

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직업병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높

은 응답으로 65.7%가 진료 시 잘못된 자세라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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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Table 5. Intensity of pai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Intensity of pain

Total X2 p값
Severe Weak

Sex Male 0(0) 2(100) 2(100) 0.891 0.345

Female 92(30.9) 206(69.1) 298(100)

Age 20~29 67(32.4) 140(67.6) 207(100) 1.994 0.574

30~39 23(28.0) 59(72.0) 82(100)

40~49 2(25.0) 6(75.0) 8(100)

50＜ 0(0) 3(100) 3(100)

Working area Seoul 30(43.5) 39(56.5) 69(100) 11.071 * 0.026 

Large city 6(14.3) 36(85.7) 42(100)

City 42(28.6) 105(71.4) 147(100)

Town·Township 11(33.3) 22(66.7) 33(100)

Etc 3(33.3) 6(66.7) 9(100)

Working time (hours) ＞8 9(13.4) 58(86.6) 67(100) 23.126 * 0.000

9 31(27.4) 82(72.6) 113(100)

10 36(38.7) 57(61.3) 93(100)

11 16(59.3) 11(40.7) 27(100)

Type of service A dental university hospital 4(57.1) 3(42.9) 7(100) 4.065 0.254

A general hospital 1(12.5) 7(87.5) 8(100)

A dental clinic 84(30.2) 194(69.8) 278(100)

Etc 3(42.9) 4(57.1) 7(100)

Career (yrs) ＜1 10(15.6) 54(84.4) 64(100) 20.606 * 0.000

1~2 23(24.2) 72(75.8) 95(100)

3~5 27(35.5) 49(64.5) 76(100)

6~9 22(52.4) 20(47.6) 42(100)

≥10 10(43.5) 13(56.5) 23(100)

Patients per a day ＜20 12(21.1) 45(78.9) 57(100) 6.334 * 0.042

＜20~40 40(28.4) 101(71.6) 141(100)

≥40 40(39.2) 62(60.8) 102(100)



였으며그다음이근무환경, 직업병에대한지식부족등

의 순이었다. 이는 치과 진료 특성상 진료 시간이 길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항상

같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내 구조

와 진료의 난이도, 진료방법에 따라서도 자세를 다르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업무자세도 중요하지만 업

무 전과 후의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교정할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된다면 잘못된 자세로부터 발생되는 직업

병예방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근무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근무시간 동안 주로

하는 업무에 따라서 신체부위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

에 업무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신체부위의 통증이

다르다고 보여진다17)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최근 치과

위생사들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업병의 발생에 대한

연구 중 특히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정18) 연구는 치과위

생사의근골격계증상경험률및관련요인에대한조사

에서 치과위생사들의 1년간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의 경

우 어깨부위 82.6%, 허리 77.9% 목 부위가 77.3%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경

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어깨 목

통증이 41%, 요통 38.7%, 다리 27%, 손목 18.7%로 다

양한부위에서통증경험이있었으며문8) 연구에서도치

과위생사의 진료자세와 통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

는데 치과위생사들은 허리와 어깨, 목, 등, 발목 등에서

중정도의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고 보고하며 심19)연구

는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자각 증상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27.9%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

하여 치과위생사들의 특정 동작에서 지속적인 작업의

위험성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진료종류에 따른 특

정동작과 통증 부위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를 통하여 치

과위생사의 업무자세 교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에서 작업자에 대한 위험요인으

로는연령이많을수록, 여성작업자가많을수록, 과거 병

력 중에서 당뇨병, 통풍, 류머티스 등의 질병이나 사고

가있는경우, 위험요인이존재하는작업에종사한경력

이 있는 경우, 작업습관과 운동 및 취미 활동 등이라는

연구결과는20) 본 연구에서도근속년수가 6~9년에서 증

상이 있는 경우가 85.7%로 가장 높았으며 1년 미만이

39.1%로 가장 낮게 (p＜0.05)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민 등21)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근골격

계통증이심한것으로보고되어본연구와유사한결과

를보였다. 연령과경력이높을수록교육의기회는적고

근무환경의 능숙함이 오히려 잘못된 환경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근속년수를 고려한 근무환경에 관한

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치과위생사는 진료자세의 반복적인 단순작업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의 질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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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use of occupational diseases



나 이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이 부족하고 근골격계

의 교육과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22), 우리나라는 근무

환경에따른직업관련성직업병이라고할수있는근골

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단순반복작업 근로자의 직

업관리지침 및 예방을 위한 기술상 지침으로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직업성 질환

의위험요인에대한제도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23). 

따라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근

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치과위

생사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교육에서부터 직업

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수교육을 통하여 잘

못된 자세를 갖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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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gular Hospital-visit experiences for the prevention of pain during work hour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p＜0.05

Division
Hospital-visit experiences

total X2 p값
Yes sometimes No

Sex Male 0(0) 1(50.0) 1(50.0) 2(100) 0.138 0.933

Female 19(6.4) 136(46.1) 140(47.5) 295(100)

Age 20~29 7(3.4) 87(42.6) 110(53.9) 204(100) 19.924 * 0.003 

30~39 12(14.6) 43(52.4) 27(32.9) 82(100)

40~49 0(0) 5(62.5) 3(37.5) 8(100)

50＜ 0(0) 2(66.7) 1(33.3) 3(100)

Working area Seoul 3(4.3) 35(50.7) 31(44.9) 69(100) 12.958 0.113

Large city 1(2.4) 16(38.1) 25(59.5) 42(100)

City 12(8.3) 62(43.1) 70(48.6) 144(100)

Town·Township 2(6.1) 22(66.7) 9(27.3) 33(100)

Etc 1(11.1) 2(22.2) 6(66.7) 9(100)

Working time (hours) ＞8 3(4.5) 25(37.3) 39(58.2) 67(100) 22.490 * 0.001 

9 6(5.3) 45(39.8) 62(54.9) 113(100)

10 9(10.0) 45(50.0) 36(40.0) 90(100)

11 1(3.7) 22(81.5) 4(14.8) 27(100)

Type of service A dental university hospital 0(0) 2(28.6) 5(71.4) 7(100) 3.631 0.727

A general hospital 0(0) 3(37.5) 5(62.5) 8(100)

A dental clinic 19(6.9) 129(46.9) 127(46.2) 275(100)

Etc 0(0) 3(42.9) 4(57.1) 7(100)

Career (yrs) ＜1 2(3.1) 19(29.7) 43(67.2) 64(100) 20.965 * 0.007 

1~2 4(4.3) 44(47.3) 45(48.4) 93(100)

3~5 7(9.3) 38(50.7) 30(40.0) 75(100)

6~9 2(4.8) 24(57.1) 16(38.1) 42(100)

≥10 4(17.4) 12(52.2) 7(30.4) 23(100)

Patients per a day ＜20 2(3.5) 21(36.8) 34(59.6) 57(100) 5.141 0.273

＜20~40 11(7.8) 70(49.6) 60(42.6) 141(100)

≥40 6(6.1) 46(46.5) 47(47.5) 99(100)



로사료된다. 

본 논문의 제한점은 일부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

로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

으며 설문지 구성이 주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

로 되어 있어 후속연구에서 직업병에 관련된 요인의 분

석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료종류에 따른 특정동작과

통증 부위에 대한 상관관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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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Table 7. Opinion on the necessity of regular educ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Opinion on the necessity of
regular education 

Total X2 p값

Yes No
Never
thought

Sex Male 0(0) 2(100) 0(0) 2(100) 2.240 0.326

Female 133(44.6) 140(47.0) 25(8.4) 298(100)

Age 20~29 90(43.5) 97(46.9) 20(9.7) 207(100) 6.479 0.372

30~39 35(42.7) 42(51.2) 5(6.1) 82(100)

40~49 5(62.5) 3(37.5) 0(0) 8(100)

50＜ 3(100) 0(0) 0(0) 3(100)

Working area Seoul 34(49.3) 25(36.2) 10(14.5) 69(100) 16.411 * 0.037 

Large city 19(45.2) 19(45.2) 4(9.5) 42(100)

City 70(47.6) 69(46.9) 8(5.4) 147(100)

Town·Township 7(21.2) 24(72.7) 2(6.1) 33(100)

Etc 3(33.3) 5(55.6) 1(11.1) 9(100)

Working time (hours) 8 34(50.7) 31(46.3) 2(3.0) 67(100) 18.601 * 0.005 

9 52(46.0) 53(46.9) 8(7.1) 113(100)

10 43(46.2) 37(39.8) 13(14.0) 93(100)

11 4(14.8) 21(77.8) 2(7.4) 27(100)

Type of service A dental university hospital 5(71.4) 1(14.3) 1(14.3) 7(100) 7.552 0.273

A general hospital 6(75.0) 2(25.0) 0(0) 8(100)

A dental clinic 118(42.4) 136(48.9) 24(8.6) 278(100)

Etc 4(57.1) 3(42.9) 0(0) 7(100)

Career (yrs) ＜1 31(48.4) 28(43.8) 5(7.8) 64(100) 2.192 0.975

1~2 40(42.1) 48(50.5) 7(7.4) 95(100)

3~5 32(42.1) 38(50.0) 6(7.9) 76(100)

6~9 19(45.2) 19(45.2) 4(9.5) 42(100)

≥10 11(47.8) 9(39.1) 3(13.0) 23(100)

Patients per a day ＜20 25(43.9) 28(49.1) 4(7.0) 57(100) 4.198 0.380

＜20~40 66(46.8) 67(47.5) 8(5.7) 141(100)

≥40 42(41.2) 47(46.1) 13(12.7) 102(100)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과 직업병의 연관성

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병에 대한 효

율적인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서울시, 광역시·시지역, 읍면지역 등에서 근무하

는 현직 치과위생사 300명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한 후

1:1직접 면접 설문과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하였으

며결과는다음과같다.

1. 직업에 관련하여‘신체적 증상 있다’라고 응답한 경

우는 60%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병

증상 유무에서 일일 근무시간에서는 8시간 이하가

‘증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9시간, 10시

간, 11시간에서는‘증상이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으

며 근속년수에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6~10년에서

가장높았다(p＜0.05). 

2. 직업병으로인한증상중어깨, 목, 통증이 41%로 가

장 높았고, 요통, 다리, 손목, 피부질환 순으로 나타

났으며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로는 손, 팔 부위가 가

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3. 일반적특성에따른통증정도에관한결과에서는‘통

증이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근무지역은 서울시에

서, 일일근무시간은 11시간, 근속년수는 6~10년, 하

루평균환자수에서는 40명이상에서가장많았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p＜0.05).

4. 직업병이발생하는이유로는 65.7%가잘못된자세라

고응답하였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증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병원방문경험에서는 40대와 50대에서‘가끔 방문한

다’가높은비율을보이는반면 20대에서는‘전혀방

문하지 않는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일 근무시간

은 10시간, 11시간, 근속년수에서는 3~5년, 6~9년,

10년 이상에서‘가끔 방문한다’의 응답자가 많았으

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5).

6. 일반적특성에따른정기적인교육의필요성에서근무

지역에서는 서울시, 광역시, 시지역에서‘교육이 필요

하다’고응답한자가많았으며일일근무시간의경우는

8시간이하에서가장많았으며 11시간에서는‘아니다’

가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근무시간과 근속년수가 증상

발생과 통증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병원방문경

험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알수있으며잘못

된 자세가 직업병의 발생 이유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

다. 그러므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교육에서부터 직업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수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자세를 갖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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