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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일부 산업장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 스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 주  행복감과의 

련성을 평가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 상은 근로자 228명을 상으로 하 고, 조사는 2016년 8월 8일부터 9월 2일

까지 실시하 으며,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본 연구에 합하도록 사용하 다.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t-test와 one way ANOVA, Scheffe'사후 검정 분석, Pearson correlation,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직무 스트 스와 구강건강 향지수, 직무 스트 스와 주  행복감과

는 음의 상 계를 나타냈고, 구강건강 향지수와 주  행복감과는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주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성별, 주  경제 수 , 주  신건강, 정기  치과 검진, 직무 스트 스가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  행복감 향상을 해 정기 인 산업 구강 재 로그램의 

시행과 함께 정 으로 스트 스를 리하는 극 인 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산업장 근로자, 직무 스트 스, 구강건강 향지수, 주  행복감, 융복합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industrial workers' job stress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subjective happi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8 workers, 
from August 8 to September 2, 2016, research tool was the structured, anonymous,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8.0, t-test and one way ANOVA, Scheffe' post hoc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job stress and 
OHIP-14 and between job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OHIP-14 and subjective happiness. As for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subjective happiness, gender, self-reported living status, self-reported general health, dental checkups, and job 
stress were significant variabl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un an industrial oral intervention program on 
a regular basis and cope positively with stress with the objective of helping workers improve their subjective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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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모든 국가  사회는 

구성원의 삶의 질 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1]. 사회경제의 발 , 사람들의 생

활 수  향상으로 개인의 정신  생활에 심이 높아지

고 행복에 한 추구도 요시해진다[2]. 

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으며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심신의 상태로, 근로자는 

경제발 의 필수 원천이며 근로자의 건강은 산업체의 생

산성에 있어 요 요소이다. 구강건강은 체건강의 일

부로써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치아 

수명을 연장시키고, 산업 자체의 발 에도 기여함으로 

근로자 구강보건을 산업구강보건이라고도 한다[3].

하루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직무 

스트 스 지수 한 높아지고 있으나 본인의 몸과 마음

을 돌보기 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직무 스

트 스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험인자로 작용하고, 

건강  구강건강 상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4]. 

성격  요인으로 신체에 구조 ·기능  손상이 발생하거

나 극심한 스트 스 상황에 노출되며, 육체 , 심리  변

화 외에도 카페인 음용의 증가,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 남용, 흡연, 알코올, 인 계 기피, 자기학   비

하, 수면 장애 등으로 행동이 변화한다. 한, 업무 수행

능력이 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일에 한 책임감 

상실, 결근, 퇴직, 사고를 일으킬 험이 높아지며 심하면 

자살과 같은 극단 이고 병리 인 행동으로 발 하게 된

다[5]. 정 미는 직무 스트 스가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이에 한 개인   조직 인 근의 

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 하 다[5]. 

행복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에서 볼 수 있으며, 다

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으로 정의내리

기는 힘들다[6]. 그동안 삶의 만족도, 심리  안녕감, 주

 안녕감, 주  삶의 질, 주  행복 등의 용어로 

진행되어 왔다[7]. Martin Seligman은 정 심리학 분야

를 제안하면서 인간의 성격강 과 재능 함양, 행복을 증

진시키는 심리학의 요한 사명을 환기시켰다[8]. 

행복은 정 인 사고방식, 삶에 한 만족감과 같은 

내  경험에 의한 반 인 생활에서 느끼는 장기간 감

정으로서 정 정서라고 본다[9]. 과학 인 근에서 행

복은 스스로 선택한 기 에 따라 자신이 처한 삶이나 환

경을 정 으로 평가할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상태이다

[10]. Diener는 ‘주  행복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한 기 이 요함을 

설명하 고, 박 정의 연구에서도 행복이 주  행복감

으로 더 잘 표 된다고 보고하 다[11,12]. 이를 기반으로 

한 인  자원 리와 조직행동학 역에서 근로자들의 주

 행복감에 한 연구를 주목하게 된다[2].

재 근로자의 직무 스트 스, 구강건강 련 삶의 질, 

주  행복감에 한 일부 연구가 보고된 바 있지만 직

무 스트 스와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연계하여 주

 행복감과의 향요인을 연구한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

다[13-16]. 이에 본 연구는 산업장 근로자를 상으로 직

무 스트 스와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 주  행복감

과의 련성을 악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합하고 효

과 인 구강건강증진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상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라북도 소재의 

산업장 근로자를 상으로 하 다. 표본 수는 G*Power 

3.1.9 로그램을 이용하여(Cohen, 1998)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유의수  0.05로 하 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22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이 미비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1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228명(95%)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은 2016년 8월 8일부터 9월 2

일까지 설문조사에 동의한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조사내용과 윤리에 한 제반 사항을 설명한 후 구조

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2.2 연구 방법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합하도

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설문지 내용은 연구 상

자의 인구 사회학  특성, 건강 련 행  특성, 직무 스트

스 척도, 구강건강 향지수, 주  행복감 척도로 구

성하 다. 인구 사회학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유

무, 교육 정도, 주  경제 수 , 근속연수, 근무시간, 이

직경험을 조사하 다. 건강 련 행  특성으로 흡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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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118 51.8

Female 110 48.2

Age(year)
<40 129 56.6

≥40 99 43.4

Marital status
Unmarried 91 39.9

Married 137 60.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83 36.4

≥College 145 63.6

무, 음주 유무, 운동 유무, 수면시간, 주  신건강상

태, 정기  치과 검진유무에 해 조사하 다. 직무 스트

스 수 의 측정은 한국인 직무 스트 스 측정도구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단축형을 

사용하 다[17]. KOSS-단축형은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 , 직

장문화의 7개 역,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척

도로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

다’ 2 , ‘그 다’ 3 , ‘매우 그 다’ 4 을 부여하 으며, 

정형 문항 ‘3, 5∼11, 14∼20’은 4-3-2-1 으로 재코딩

하여 평가하 다. 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 스가 상

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내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0.845로 만족할만한 수 이었다. 구강

건강 련 삶의 질 평가는 주  구강건강상태의 자가

평가방법인 구강건강 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14, OHIP-14)를 사용하 다[18]. OHIP-14는 기

능  한계, 신체  불편, 신체  장애, 정신  불안, 정신

 장애, 사회  장애, 핸디캡의 7개 역,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척도로 각 문항에 해 ‘  없다’ 1

, ‘거의 없다’ 2 , ‘가끔 있다’ 3 , ‘자주 있다’ 4 , ‘매

우 자주 있다’ 5 을 부여하 으며, 통계분석 시 구강건

강상태가 가장 높은 항목을 5 으로 역산출하 다. 수

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값은 0.938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단되

었다. Seligman은 행복이라는 비교  모호한 개념을 보

다 과학 으로 측정과 검증이 가능하고 다루기 쉬운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 는데, 즐거운 삶, 열정 인 삶, 

의미 있는 삶이 포함된다[19].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강석

의 도구를 수정·보완 사용하 다[20]. 본 척도는 각 범주

별로 7문항, 총 21문항이며, 5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구성하 다. 

수가 높을수록 주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

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은 0.857이다. 연구 도구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2.3 통계 분석

자료는 산입력 후 SPSSWIN(Ver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인구 사회학  특성 

 건강 련 행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인

구 사회학  특성  건강 련 행  특성에 따른 직무 스

트 스, 구강건강 향지수, 주  행복감은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로 다 비교를 실시하 다. 각 변수들의 상 성

을 악하고자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 다. 주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하기 하여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하 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은 0.05를 기 으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행위 특성

Table 1과 같이 성별에서 남성 51.8%, 여성 48.2%로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40세 미만에서 56.6%로 40세 이상 

43.4%보다 많았고, 결혼에서는 기혼이 60.1%로 미혼 

39.9%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교육수 에서는 학교 졸

업이 63.6%로 고등학교 졸업 3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경제 수 은 보통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음 5.3%, 나쁨 21.1%로 나타났으며, 근속연수가 5년 미

만이 67.5%, 5년 이상이 32.5%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54.8%, 8시간 이상은 45.2%로 

나타났으며,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 46.5%, 없는 경우 

53.5%로 나타났고, 흡연에서는 피우는 군이 71.1%로 안 

피우는 군 28.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군이 

65.8%로 안하는 군 34.2%보다 높게 나타났고, 운동을 하

는 군이 72.8%로 안하는 군 2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군이 54.8%로 8시간 미만인 군 

4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신건강에서는 좋음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38.6%, 나쁨 14.9% 순

으로 나타났으며, 정기  치과 검진을 하는 군이 73.2%

로 안하는 군 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related 

behavior of the respondents            Unit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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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ported living 
status 

Good 12 5.3

Moderate 168 73.7

Poor 48 21.1

Job tenure(year)
< 5 154 67.5

≥5 74 32.5

Working hours(day)
<8 125 54.8

≥8 103 45.2

Turnover
yes 106 46.5

no 122 53.5

Smoking
Yes 162 71.1

No 66 28.9

Alcohol drinking
Yes 150 65.8

No 78 34.2

Regular exercise
Yes 166 72.8

No 62 27.2

sleep hours
<8 103 45.2

≥8 125 54.8

Self-reported
general health 

Good 106 46.5

Moderate 88 38.6

Poor 34 14.9

Dental
checkups(year)

Yes 167 73.2

No 61 26.8

Total 228 10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tress　 p- value OHIP-14 p- value
Subjective 

happiness
p- value

Sex
Male 2.17±.47 0.048

*
1.79±.66 0.530 3.57±.69 0.002

**

Female 2.24±.61 1.85±.69 3.22±.96

Age(year)
<40 2.14±.50 0.036

*
1.73±.67 0.023

*
3.44±.82 0.039

*

≥40 2.29±.60 1.94±.67 3.28±.86

Marital status
Unmarried 2.17±.54 0.187 1.75±.69 0.057 3.47±.88 0.103

Married 2.27±.56 1.92±.63 3.28±.8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20±.50 0.940 1.68±.66 0.024

*
3.41±.71 0.829

≥College 2.21±.57 1.90±.67 3.38±.93

Self-reported living

status 

Good 2.15±.66 0.905 1.75±.73 0.592 3.88±.96
a

0.018
*

Moderate 2.20±.51 1.85±.66 3.42±.81
ab

Poor 2.23±.65 1.74±.71 3.15±.94b

Job tenure(year)
< 5 2.15±.53 0.041

*
1.83±.68 0.743 3.45±.75 0.154

≥5 2.31±.58 1.80±.67 3.26±1.03

Working hours(day)
<8 2.14±.59 0.056 1.82±.64 0.932 3.42±.93 0.621

≥8 2.28±.48 1.82±.72 3.36±.76

Turnover
yes 2.29±.56 0.028

*
1.91±.69 0.061 3.22±.91 0.004

**

no 2.13±.53 1.74±.66 3.54±.78

Total 2.21±.55 1.82±.67 3.39±.85
*
 : p<0.05 , 

**
: p<0.01 

*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Table 2. Difference in Professional Job Stress and OHIP-14 on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3.2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구강건강영향지수, 주관적 행복감 

Table 2와 같이 직무 스트 스는 성별에서 여자가 

2.24 으로 남자 2.17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인 차이

를 나타냈다. 연령에서는 40세 이상인 군이 2.29 으로 

40세 미만인 군 2.14 보다 높게 나타났고, 근속연수에서

는 5년 이상인 군이 2.31 으로 5년 미만인 군 2.1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직경험이 있는 군이 2.29 으로 없는 

군 2.13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인 유의성을 보 다. 

구강건강 향지수는 연령에서 40세 이상인 군이 1.94

으로 40세 미만 1.73 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 에서

는 문 졸 이상인 군이 1.90 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인 군 1.68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인 차이를 보 다. 

주  행복감은 성별에서 남자가 3.57 으로 여자 3.2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 40세 미만인 군이 3.44

으로 40세 이상인 군 3.28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인 

차이를 나타냈다. 주  경제 수 에서는 좋다고 한 군

이 3.8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3.42 , 좋지 않

은 군 3.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직경험이 없는 군이 

3.54 으로 있는 군 3.22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3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행위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구강건강영향지수, 주관적 행복감 

Table 3과 같이 직무 스트 스에서는 주  신건

강이 좋지 않다고 한 군이 2.4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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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Ⅰ

B

Model Ⅱ

B

Model Ⅲ

B

Sex(male/female) -.348
**

-.358
**

-.283
*

Age(year) -.111 -.179 -.161

Marital status

(Unmarried/Married)
.120 .113 .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tress　 p- value OHIP-14 p- value
Subjective 

happiness
p- value

Smoking
Yes 2.21±.56 0.965 1.65±.61 0.033

*
3.37±.88 0.503

No 2.21±.51 1.87±.69 3.46±.76

Alcohol drinking
Yes 2.18±.62 0.700 1.92±.69 0.236 3.30±.84 0.371

No 2.21±.53 1.79±.67 3.42±.86

Regular exercise
Yes 2.28±.49 0.209 1.70±.58 0.117 3.24±.72 0.111

No 2.18±.57 1.86±.70 3.45±.90

Sleep hours
<8 2.15±.58 0.191 1.76±.64 0.260 3.39±.98 0.953

≥8 2.25±.52 1.86±.70 3.39±.74

Self-reported

general health 

Good 2.08±.56
a

0.003
**

1.76±.64 0.519 3.69±.77
a

0.000
***

Moderate 2.28±.55
ab

1.86±.63 3.21±.85
b

Poor 2.41±.42b 1.88±.88 2.91±.80b

Dental

checkups(year)

Yes 2.19±.57 0.488 1.86±.68 0.147 3.46±.85 0.019
*

No 2.26±.48 1.71±.65 3.27±.88

Total 2.21±.55 1.82±.67 3.39±.85
*
 : p<0.05 , 

**
: p<0.01, 

***
:p<.001 

*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Table 3. Difference in Professional Job Stress and OHIP-14 on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health related 

behavior                                                                                  Unit : Mean±SD

고, 보통 2.2.8 , 좋은 군 2.08  순으로 나타나 통계 인 

유의성을 보 다. 구강건강 향지수는 흡연을 안 하는 

군이 1.87 으로 흡연군 1.65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인 차이를 나타냈다. 주  행복감에서는 신  건강 

수 이 좋은 군이 3.6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3.21 , 낮음 2.91  순으로 나타나 통계 인 유의한 차이

를 보 으며, 정기  치과 검진을 하는 군이 3.46 으로 

안 하는 군 3.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3.4 직무 스트레스, 구강건강영향지수, 주관적 행

복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직무 스트 스, 구강건강 향지수, 주

 행복감 간의 상 성을 살펴보면, 직무 스트 스와 

구강건강 향지수(r=-.304, p<.01), 직무 스트 스와 주

 행복감(r=-.589, p<.01)과는 음의 상 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건강 향지수와 주  행복감

과는 (r=.184, p<.01) 양의 상 계를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

Variable Job stress OHIP-14 Subjective 

happiness

Job stress 1 　

OHIP-14 -.304
**

1

Subjective happiness -.589
**

.184
**

1
 

**:p<.01  

3.5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와 같이 체 연구 상자의 주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악하기 해 3

개의 모델에 의한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델Ⅰ은 인구 사회학  특성  건강 련 행  변수들

을 독립변수로 하여 성별, 주  경제 수 , 주  신

건강, 정기  치과 검진이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설명력은 18.1%를 보 다. 모델Ⅱ는 모델

Ⅰ의 변수에 구강건강 향지수를 추가 으로 투입하

다. 의 변수와 구강건강 향지수에서 유의한 련성이 

나타나 구강건강 향지수가 높을수록 주  행복감이 

높았으며, 설명력은 24.4%를 보 다. 모델Ⅲ은 모델Ⅰ과 

모델Ⅱ의 투입된 변수에 직무 스트 스를 추가하 다. 

의 변수와 직무 스트 스에서 유의한 련성이 나타나 

직무 스트 스가 높을수록 주  행복감이 낮았으며, 

설명력은 43.6%를 보 다.

Table 5. Results of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cted variables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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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level

(College≥)
.065 .013 -.018

Self-reported 

living status

(moderate/poor≥)

-.240* -.233* -.250**

Job tenure(year) -.131 -.070 .046

Working hours(day) -.091 -.092 .008

Turnover(yes/no) .142 .151 .048

Smoking(yes/no) .036 .097 .068

Drink(yes/no) -.079 -.061 -.010

Excercising(yes/no) .011 -.056 -.041

Sleep hours .156 .131 .173

Self-reported 

general health

(moderate/poor≥)

-.265
**

-.252
**

-.193
**

Dental 

checkups(yes/no)
-.184

**
-.221

**
-.132

*

OHIP-14 .335
**

.107

Job stress -.758**

Constant 5.197
**

4.815
**

6.222
**

F 4.579
**

5.877
**

11.959
**

Adjusted R2 .181 .244 .436
*
 : p<0.05 ,  

**
: p<0.01 

4. 고찰 

세계치과의사연맹에서 새롭게 내린 구강건강 정의는 

“구강건강이 건강, 신체, 정신  웰빙 기  요소이며 삶

의 질에서 핵심인 생리 , 사회   심리  속성을 반

한다”고 하 다[21]. 근로자의 건강  구강건강은 인간

다운 삶을 사는데 있어 기본 인 조건이다[22].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은 생산성을 증 시키고, 구강질환으로 인

한 근로 생산력의 손실을 방하며, 근로자, 기업주, 사회 

체의 이익과 연계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23,24].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산업장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

스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이 주  행복감에 미치는 

향 정도와 련 변수들을 악하여 구강건강사업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 스의 평균은 2.21 으로 소

기업 제조업체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2.4 [15], 

라북도 산업장 근로자 2.29 [14], 기술직 근로자 2.71

[25], 사무직 근로자 1.79 [26], 조선업 근로자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2.50 의 직무 스트 스 수 을 나타

내었다[27]. 구강건강 향지수는 본 연구에서 1.82 으로 

이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4]. 주

 행복감은 3.39 으로 나타났으며, 이숙과 박 정의 연

구에서는 7  만 에 4.4 [15],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한 김소리는 3.53 으로 나타났다[28]. 이숙과 박 정은 

근로자를 상으로 한 행복감에 한 연구가 없는 실정

으로 직  비교는 어렵다고 하 으며[15], 노인 상의 

윤 서 행복지수는 10  만 에 5.74 [29], 김안엽은 5.9

으로 나타났다[30]. 

인구 사회학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 스는 정미경

의 연구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스트 스가 높았다는 

에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으나 김아진의 연구에서

는 남자에서 스트 스가 높았다고 하 다[14,31]. 구강건

강 향지수는 김아진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높

게 나타나 50  이상인 집단이 20～30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차정단과 장경애의 연구에서 연령은 

구강건강 향지수와 부  상 이, 학력은 구강건강 향

지수와 정  상 이 있다고 보고하 다[14,16]. 이외에도 

나이와 성별에 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와 나이

와 상 성은 있지만 유의한 향요인으로 규명되지는 않

는다는 결과를 볼 때, 이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2,33]. 주  행복감은 40세 미만인 군

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숙과 박 정의 연구에서는 50

가 가장 높고 연령 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15]. 김경희는 

30  ·후로 일반직 근로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  안녕감이 삶이 만족에 미치는 향력은 연령 간

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34]. 주  경제 수

이 좋다고 한 군에서 주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행복감은 수입과 연

성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소득이 높다고 하 다

[15,35,36]. Gerdtham & Johannesson은 수입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비례 계라고 하 고, 사회경제  지 가 행

복감과 히 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5,37]. 일

반 으로 연령과 직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상승하여 

행복감과 연 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에서 행복감이 높아 이는 연구 상자의 주  

경제 수 이 보통에서 많았고, 그 연령  범주에서는 행

복감에 차이를 나타낼 정도의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여겨지며,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한 향 요인을 확인하기 해 변수 간의 명확한 인과 

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건강 련 행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 스는 주  

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



융복합시대 산업장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91

인들의 스트 스는 고 압, 심장과 뇌 질환, 소화성 

궤양, 염증성 장 질환 등의 발생에 향을 다고 알려져 

있다[38]. 차남 은 스트 스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무 

강하면, 인체는 심리-생리  증상의 역기능 인 스트

스 반응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직무 스트 스의 감소에

는 근로자들의 조직 이고 극 인 건강 리 의지가 

요하다고 하 다[39]. 구강건강 향지수는 흡연을 하지 

않는 군에서 높게 나타나 차정단과 장경애의 연구에서 

흡연량이 구강건강 향지수와 부  상 이 있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6]. 주  행복감은 주  신건

강이 좋다는 군, 정기  치과 검진을 한 군에서 높게 나

타났다. 구강건강 상태가 좋으면 신건강수 과 삶의 

질도 높다고 보고하 으며[40], 행복 는 불안 등의 감

정을 평가한 심리  안녕감이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 

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41]. 주  구강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향을 주며, 스

트 스는 주  구강건강과 부  상 을, 구강건강 행

동과 신건강지수는 구강건강 향지수와 정  상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구강건강 삶의 질과도 

련이 있을 것이라고 단하 다[16]. 윤 서는 정기 치과 

검진 시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이 높았으며, 구강건강 

련 삶의 질 수 은 부분 주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러스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 다[29]. 

직무 스트 스와 구강건강 향지수, 직무 스트 스와 

주  행복감과는 음의 상 계를 나타냈고, 구강건강

향지수와 주  행복감과는 양의 상 계를 나타냈

다. 김아진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 스와 구강건강 향지

수는 음의 상 계를 나타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14]. 이숙과 박 정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 스와 행복감

이 음의 상 계를 보 고, 이임정의 연구에서 주  

행복감이 직무 스트 스를 유의하게 낮춰 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5,42].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일상활동구강 향(Oral Impact on Daily 

Performance, OIDP)으로 측정한 강유주의 연구에서 행

복감과 유의한 계를 나타냈다[13]. 구나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질을 확인하는 행복을 해 직무 스트 스 

처에 한 략  설계가 요하다[12].

주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주  

경제 수 , 주  신건강, 정기  구강검진, 직무 스트

스로 나타났다. 공강석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 스는 

주  행복감과의 계에서 유의한 부  상 을 나타냈

다[20]. 근로자의 정서에 한 인식, 표 , 조 능력에 따

라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여 근로자의 행복

증진을 해 직무 스트 스에 직면 시 정서를 재할 수 

있는 간호 재 방법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12]. 근로자에 한 인간 인 배려, 인 계 활성화, 

정  강화를 통한 자아존 감 활용방안 등을 시사하 다

[15]. 근로자 맞춤 로그램으로 IT기술  로 을 용

한 다양한 교육 매체의 융합 교육이 동반된다면 효과

인 근방법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43,44].

본 연구의 제한 은 연구 상을 편의표본추출법에 의

해 선정하 으며, 일부 지역에 소재한 근로자로 국한되

어 있어 근로자 체에 확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주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함에 있어 직무 스트 스와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토 로 정기 인 산업 구강 로그램 개발과 정

으로 스트 스를 리하는 극 인 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을 도출하 다. 한, 후속연구에서는 근로

자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인

과 계를 명확히 밝히기 한 복합  연구와 직종별 도

구의 체계화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산업장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 스  

구강건강 련 삶의 질과 주  행복감과의 련성을 

평가하고자 시도하 다.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

상자의 인구 사회학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 스는 여

자에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 향지수는 40세 이상인 군, 문 졸이상인 군, 

주  행복감은 남자에서, 주  경제 수 이 좋다고 

한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건강 련 행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 스는 주  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 군, 구강건강 향지수는 흡연을 하지 않는 군, 

주  행복감에서는 신  건강수 이 좋다고 한 군, 

정기  치과 검진을 하는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무 스

트 스와 구강건강 향지수, 직무 스트 스와 주  행

복감과는 음의 상 계를 나타냈고, 구강건강 향지수와 

주  행복감과는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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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모델Ⅰ

에서 인구 사회학  특성  건강 련 행  변수가 18.1%, 

모델Ⅱ에서는 구강건강 향지수를 추가하여 24.4%로 증

가하 고, 모델Ⅲ에서는 직무 스트 스를 투입하여 

43.6%의 설명력을 보 다. 이에 근로자의 주  행복감 

향상을 해 정기 인 산업 구강 로그램의 시행과 

정 인 조직 환경에서 극 인 스트 스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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