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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구강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경기도 일부 지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직무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직무 불안정은(p<.01)저작 장애에, 직무 요구는(p<.01)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에, 긍정적 조

직체계는 구취와(p<.05)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에(p<.01)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강 자각증상을 예측한다면 직장

인의 계속 구강 건강관리는 물론 성인 구강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융합, 직장인, 직무 스트레스, 저작 장애,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 구취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job stress on oral subjective 

symptoms observed in office workers. A survey of office workers in the Gyeonggi-do area was 

conducted and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sub-scales of job stress, job insecurity, job demand, and positive organizational syst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dysmasesis (p<.01), gum bleeding and gum disease (p<.01), and halitosis 

(p<.05) as well as gum disease (p<.01),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making an 

effective job stress management plan and predicting related oral subjective symptoms in office 

workers will help improve the oral health management of office workers and adult oral health 

management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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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0%인 26,800,000명은 직

장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근로자이며 30대~40

대의 고용율은 각각 76.7%와 78.1%에 육박하여 청·장

년과 같은 성인층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1,2].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8년 기준 평균 1,993시간으로 2,148시간인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로 기록되어[3],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근무시간이 직무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작

용하여 직장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4,5]. 

즉, 전 세계적으로 직장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인

자 중 하나로 알려진 직무 스트레스는[6], 직무 환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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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하게 되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압박 

혹은 위협을 말하며[7],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OECD국가 평균인 78%보다 높은 87.8%

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기록하고 있다

[8]. 또한, 한국 직장인 남성 73.3%는 직장 생활에서 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 영역 가운데 

직장에서의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9]. 이에 한국 직장인의 근무 시간과 직무 스트레스

가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에 따라 [8], 긴 노동 시간과 과도한 업무 압박이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한 예측 변수가 되어 직장인의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2,7,10,11]. 따라서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 관련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7,10,11]. 특히, 우리나라 고용율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청·장년 성인층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관

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한국 경제와 사

회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4,12-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다빈도 상병의 외래 급

여 현황에 따르면 성인의 치아 및 치아 지지구조 장애

가 1순위로 나타나, 급성 기관지염과 기타 피부 질환이 

각각 2, 3순위로 조사되어 구강 관련 문제로 인한 의료

기관 방문의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15]. 

이는 직장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의 구강 문제와 

이로 인한 산업 생산력 손실의 측면을 보았을 때 근로

자의 구강 건강이 성인 구강 건강의 핵심이라 해도 과

언이 아니다[4,13,14]. 특히,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건

강관리 소홀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는 직장인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위험 요소가 되어 

전신 건강의 크고 작은 변화뿐 아니라 구강 건강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10,11,16], 우리나라 직장인의 

건강을 포함한 구강 건강의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4]. 오늘날 건강에 대한 개념이 구강 건강을 전제

로 한 포괄적 건강을 중요하게 평가함에 따라[17], 구강 

건강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가 보고됨에 

따라[18],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잇몸 출혈 및 질환

과 치아 및 구강 통증 그리고 구취와 같은 구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18], 직무 스트레

스가 높은 직장인 집단에서 구강 건조 증상과  턱관절 

장애 증상이 높게 나타나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건강 

상태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0,11]. 

따라서 다빈도 상병 1순위로 나타난 치아 및 치아 지지

구조 장애에 해당하는  다양한 구강 자각증상과 직장인

의 직무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15]. 또한, 건강에 대한 평가 요소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자각하는 주관적 판단이 전문가에 의한 객

관적 평가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17,19,20], 최근, 개인의 자각된 건강 상태보고가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뢰받고 있다[21,22]. 이에 

인지된 건강 상태와 구강 자각증상이 건강증진과 구강 

건강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21], 직무 스

트레스가 구강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였을 때[2,7,10,11,16,18], 직장인의 직

무 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영

향 요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구강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

지도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23,24],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건강 관련 

연구는 구강 건조 및 턱관절 증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

가 일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2,7,11,18,25].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자

각증상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

강 건강 증상의 예측으로 직장인의 계속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성인의 구강 건

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경기도 지

역 내 일부 산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

의 필요성 및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본 

연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시

행하였다. 총 15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

한 답변의 9부를 제외한 1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2.2 연구 모형 및 가설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 경험

의 관련성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다

름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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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model

가설 1. 직장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구강 자각증상 

경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 자

각증상 경험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저작 장애 와 관

련한 구강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치통과 관련한 구

강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차갑고 뜨거운 음

식에 대한 자극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치아 사이 음식물 

끼임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7.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잇몸 출혈 및 잇

몸질환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구강 건조와 관련

한 구강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구취와 관련한 구

강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연구방법

2.3.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한국 산업 안전공단의 

장 등[26]이 개발하고 표준화 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의 단축형을 수정·보완하여 19개의 문항을 사용

하였다. 각 항목별로는 직무요구 3문항, 직무 자율성 결

여 4문항, 관계 갈등 3문항, 직무 불안정 2문항, 긍정적 

조직체계 4문항, 보상 적절성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낮

은 문항은 역 코딩하여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로 개별 

문항을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2 주관적 구강 자각증상

주관적 구강 자각증상은 김[27]의 연구에 사용된 측

정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구강 자각증상을 7개 하위개

념인 저작 장애, 치통, 차갑고 뜨거운 음식에 대한 자극, 

치아 사이 음식물 끼임,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 구강 

건조, 구취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7

개 하위 변수를 따로 구분하여 결과변수로 투입하였다. 

구강 자각증상 하위요인에 대한 평가는 Likert 5점 척

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저작 장애, 치통, 차갑고 뜨거운 음식에 대한 자극, 치

아 사이 음식물 끼임,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 구강 건

조, 구취와 같은 구강 자각증상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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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유의 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근로자의 일

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산출을 위해 기술 통계분석

을 하였다.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자각증상 

경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후 카이제곱 검

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자

각증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구강 자각증상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

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6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0의 조건으로 최소 표본 크기는 123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0명으로 선정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 α=0.792이며, 직무 스트레스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는 직무요구 0.779, 직무 자율성 

결여 0.832, 관계 갈등0.728, 직무 불안정 0.697, 긍정

적 조직체계 0.732, 보상 부적절 0.635로 나타났다. 또

한, 주관적 구강 자각 증상의 Cronbach's Alpha α= 

0.801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내적 일치도가 높아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자각증상 경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자각증상 경

험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음식을 씹거나 베어 무는 

데 지장이 있는 저작 장애와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의 

경험자는 전체의 24.0%로, 성별에서 남자(29.8%)가 여

자(14.3%)보다 저작 관련 구강 자각증상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34.0%), 40대

(31.7%), 50대 이상(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

통에 대한 구강 자각증상 경험자는 전체의 24.0%로, 월 

평균수입에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2.3%)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7.6%), 

400만원 이상(17.2%), 200만원 미만(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이는 구강 자

각증상 경험자는 전체의 74.7%로, 성별에서 남자

(81.9%)가 여자(62.5%)보다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30대(85.1%)

가 가장 높았고, 40대(75.6%), 50대 이상(73.3%), 20

대(4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잇몸 출혈 및 잇몸질

환에 대한 구강 자각증상 경험자는 전체의 48.7%로, 연

령에서 30대(57.4%)가 가장 높았고, 40대(51.2%), 50

대 이상(48.9%), 20대(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강 건조 증상에 대한 구강 자각증상 경험자는 전체의 

49.3%로, 기혼(54.9%)이 미혼(37.5%)보다 더 높게 나

타났다. 한편, 차고 뜨거운 음식에 대한 민감한 구강 자

각증상의 경험자는 전체의 46.0%로 나타났고, 구취와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의 경험자는 전체의 54.7%로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2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무 스트레

스 하위요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요구는 차고 뜨거

운 음식의 자극(r=.224, p<.01), 음식물 끼임(r=.170, 

p<.05),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r=.325, p<.001), 구취

(r=.218, p<.01)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 직무 

요구도 수준이 높을수록 차고 뜨거운 음식의 자극, 음

식물 끼임,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 구취와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자율

성 결여는 저작 시 불편감(r=.164, p<.05)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 직무 자율성이 결여될수록 저작 

장애로 인한 저작 시 불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불안정은 저작 장애(r=.290, p<.001),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r=.231, p<.001)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 직무 불안정을 느낄수록 저작 장애로 인한 저작 

시 불편감과 잇몸 출혈 및 잇

몸 질환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이 더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조직체계는 잇몸 출혈 및 잇

몸질환(r=-.230, p<.01), 구취(r=-.182, p<.05)와 유의

미한 음(-)의 관계를 보여, 긍정적 조직 체계일수록 잇

몸 출혈 및 잇몸질환과 구취 증상을 적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상  적절성은 차고 뜨거운 음식의 자

극(r=-.165, p<.05)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여 보

상이 적절할수록 차고 뜨거운 음식의 자극과 관련한 구

강 자각 증상에 대한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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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in oral subjective symptom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Dysmasesis Toothache

Sensitive to 

hot or cold 

food

Food 

impaction 

Gum bleeding 

or Gum 

disease

Dry mouth Halitosis 

Gender

Male 29.8% 28.7% 45.7% 81.9% 54.3% 52.1% 60.6%

Female 14.3% 16.1% 46.4% 62.5% 39.3% 44.6% 44.6%

χ2 test 4.623* 3.080 0.007 6.993** 3.148 0.787 3.623

Age

20~29 0.0% 11.8% 47.1% 47.1% 17.6% 29.4% 41.2%

30~39 34.0% 31.9% 51.1% 85.1% 57.4% 55.3% 55.3%

40~49 31.7% 24.4% 46.3% 75.6% 51.2% 48.8% 63.4%

≥50 15.6% 20.0% 40.0% 73.3% 48.9% 51.1% 51.1%

χ2 test 11.062* 3.408 1.147 9.620* 8.106* 3.435 2.752

Marital status 

Single 20.8% 25.0% 45.8% 72.9% 43.8% 37.5% 45.8%

Married 25.5% 23.5% 46.1% 75.5% 51.0% 54.9% 58.8%

χ2 test 0.388 0.039 0.001 0.114 0.683 3.954* 2.222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20.7% 22.4% 41.4% 67.2% 46.6% 48.3% 53.4%

≥ Bachelor’s degree 26.1% 25.0% 48.9% 79.3% 50.0% 50.0% 55.4%

χ2 test 0.568 0.130 0.813 2.756 0.169 0.042 0.057

Monthly 

Income

(Won)

Below 2 million 16.2% 10.8% 48.6% 67.6% 40.5% 51.4% 56.8%

2 million – below 

3 million
27.6% 27.6% 43.1% 75.9% 53.4% 51.7% 51.7%

3 million – below 

4 million
30.8% 42.3% 65.4% 88.5% 53.8% 50.0% 57.7%

4 million or higher 20.7% 17.2% 31.0% 69.0% 44.8% 41.4% 55.2%

χ2 test 2.465 9.442* 6.848 4.144 1.959 0.932 0.367

Type of 

occupation

Manufacturing 19.3% 21.1% 36.8% 68.4% 47.4% 47.4% 50.9%

Office job 33.9% 28.6% 58.9% 78.6% 55.4% 48.2% 58.9%

Sales 14.3% 14.3% 42.9% 42.9% 57.1% 28.6% 42.9%

Research and development 16.7% 23.3% 40.0% 86.7% 36.7% 60.0% 56.7%

χ2 test 4.964 1.283 6.155 7.655 2.972 2.689 1.183

Position

Staff – Assistant Manager 22.8% 20.7% 47.8% 75.0% 47.8% 48.9% 53.3%

Supervisor – General 

Manager
26.0% 30.0% 44.0% 74.0% 50.0% 50.0% 56.0%

Executives 25.0% 25.0% 37.5% 75.0% 50.0% 50.0% 62.5%

χ2 test 0.184 1.557 0.437 0.018 0.067 0.017 0.307

Total 24.0% 24.0% 46.0% 74.7% 48.7% 49.3%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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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Classification Job Stress 
Job stress sub-scales

1 2 3 4 5 6

7 .117 .067 .164* .079 .290*** -.106 -.032

8 .129 .117 .132 .101 .156 -.045 .002

9 .016 .224** -.007 -.022 .117 -.066 -.165*

10 .029 .170* .038 .081 .109 -.159 -.105

11 .108 .325*** .125 .115 .231** -.230** -.148

12 .039 .117 -.022 .063 .015 -.003 -.026

13 .076 .218** .109 .084 .145 -.182*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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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ob demand, 2: Insufficient job control, 3: Interpersonal conflict, 4: Job insecurity, 5: Positive Organizational system, 6: Appropriacy 

of reward, 7: dysmasesis, 8: toothache, 9: sensitive to hot or cold food, 10: food impaction, 11: gum bleeding or gum disease, 12: 

dry mouth, 13: hali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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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무 스트레스가 구강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구강 자각증상에 미

치는 영향은 Table 3, Table 4, Table 5와 같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가 저작 장애와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

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직무 불안정이 저작 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139, p<.01). 이는 직무 불

안정(β=.268)이 클수록 저작 장애와 관련한 구강 자각

증상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

가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과 관련한 구강 자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

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직무 요구(t=2.787, p<.01)와 긍정적 조직체

계(t=-2.660, p<.01)가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요구(β=.236)

수준이 높을수록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 증상이 더 심

각하고, 반대로 긍정적 조직체계(β=-.241)일수록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의 인지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가 구취와 관련한 구강 자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

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긍정적 조직 체계가 구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43, p<.05). 이는 긍정적 

조직체계(β=-.214)일수록 구취와 관련한 구강 자각증

상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 스트레스

가 치통, 치아 사이 음식물 끼임, 구강 건조, 차고 뜨거

운 음식에 대한 민감함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에 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 of Job stress on oral subjective symptoms_Dysmase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S.E　

EXP

(β) 
t p　

dysmasesis

1 -.105 .133 -.069 -.790 .431

2 .239 .170 .153 1.411 .161

3 .093 .167 .052 .557 .579

4 .457 .146 .268 3.139** .002

5 -.305 .180 -.160 -1.697 .092

6 .039 .177 .022 .221 .825

F=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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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ob demand, 2: Insufficient job control, 3: Interpersonal conflict, 4: Job insecurity, 5: Positive Organizational system, 

6: Appropriacy of reward.

Table 4. Effect of Job stress on oral subjective symptoms_Gum bleeding or Gum diseas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S.E　

EXP

(β) 
t p　

gum bleeding or 

gum disease

1 .389 .139 .236 2.787** .006

2 .067 .178 .039 .374 .709

3 .305 .175 .158 1.746 .083

4 .241 .153 .129 1.574 .118

5 -.502 .189 -.241 -2.660** .009

6 -.005 .185 -.002 -.026 .980

F=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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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ob demand, 2: Insufficient job control, 3: Interpersonal conflict, 4: Job insecurity, 5: Positive Organizational system, 

6: Appropriacy of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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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Job stress on oral subjective symptoms_Halito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S.E　　

EXP

(β) 
t p　

halitosis

1 .224 .136 .147 1.648 .102

2 .108 .174 .068 .620 .537

3 .192 .171 .107 1.122 .264

4 .119 .150 .069 .796 .427

5 -.413 .184 -.214 -2.243* .026

6 .023 .181 .013 .129 .898

F=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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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ob demand, 2: Insufficient job control, 3: Interpersonal conflict, 4: Job insecurity, 5: Positive Organizational system, 

6: Appropriacy of reward.

4. 논의

직장에서의 긴 노동시간과 과도한 업무 압박은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함은 물론, 직장인의 건강을 포함한 구

강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4,5]. 이는 우리

나라 직장인 연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1,993

시간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고[3],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우리나라 직장인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관

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었다[8].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다빈도 상병 1위인 구강 문제는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며, 직무 스트레스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

를 갖는 다양한 구강 문제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15]. 이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

한 평가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가 보고 방법을 통

해 인지된 구강 증상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직장인의 

계속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에 대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21].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자각증

상 경험 차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치아 사이 음식

물 끼임 증상에 대한 경험이 74.7%로 가장 높았고 저

작 장애와 치통이 2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작 

장애 및 치아 사이 음식물 끼임과 관련한 구강 자각 증

상 경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대로

는 30~40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구강 자각증상과 삶의 질을 연구한 이[28]의 연구 결과 

남자이면서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구강 문제를 인식

하고 자신의 구강 증상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나, 경찰 공무원의 직

무 스트레스와 자가 구강건강상태의 연관성을 연구한 

구 등[18]의 연구 결과 50대 이상에서 치아 통증에 대

한 구강 증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연구 대상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므

로 추후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 자각증상 경험 차이에서는 잇몸 출혈 및 잇

몸질환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 경험이 30대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고, 구강 건조와 관련한 구강 자각증

상 경험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이는 40대와 30대 순으로 잇몸 출혈에 대한 구강 

자각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구 등[18]의 연구와 40

세 미만의 연령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자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도 등[23]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건조감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

[10]의 연구 결과 기혼자일수록 입안의 타액량이 부족

하다고 느껴 구강 건조 증상으로 인해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며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와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

합해볼 때,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며, 고용율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30대~40대 청·장년 성인층의 구강 자각증

상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 이는 생애 

주기에 따른 결혼과 육아 그리고 취업과 같은 바쁜 성

인기 동안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상 건강을 포함한 구

강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9]. 특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4호147

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직장인의 근

무시간은 개인 구강 위생 실천을 위한 시간 활용의 어

려움은 물론[3], 인식된 구강병의 조기 치료를 위한 의

료 서비스 이용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9]. 결

국, 근로자의 주관적 구강 건강 인식이 객관적 구강 건

강 수준의 예측 변인이 되므로[29], 직장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구

강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구강 자각증상에 대한 계속된 

모니터링으로 계속 구강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

의 상관관계 결과를 직무 스트레스 하위 요인별로 살펴

보면, 직무에서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의미하는 직무 

요구도는[26], 직무 요구수준이 높을수록 차고 뜨거운 

음식의 자극, 음식물 끼임,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 구

취와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등을 의미하는 직무 

자율성 결여는[26], 직무 자율성이 결여될수록 저작 장

애로 인한 저작 시 불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의 직업 및 직무의 고용과 안정성에 대한 불안 정도를 

의미하는 직무 불안정은[26], 불안정을 느낄수록 저작 

장애로 인한 저작 시 불편감과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

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조직의 운영체계 및 합리적 의사소통 등을 의미하

는 조직체계는[26], 긍정적 조직체계일수록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과 구취 증상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증상의 관련

성을 연구한 조 등[25]의 연구 결과 구강 증상이 직무 

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잇몸질환 및 구강 통증 그리고 구취에 해당하는 자가 

구강 증상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적

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성인의 구취와 스트레

스의 관련성을 연구한 홍[2]의 연구 결과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구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 지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구강 건조 

증상의 관련성을 연구한 구 등[11]의 연구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증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 

본 연구 가설과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 스

트레스가 직장인의 전신건강의 위험요소가 되어 구강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10,11,16],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4], 직무 

스트레스와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30]. 이에 본 연구 

결과가 직무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잇몸 건강이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 직무 스트레스와 치주건강의 관

련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즉, 치

주질환이 있는 성인의 스트레스와 치주건강과의 관련

성을 연구한 조 등[30]의 연구 결과 사회적 역할에 대

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잇몸 출혈 등과 같은 치

은염의 객관적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자가 밝히

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직장

과 사회 속에서의 과중한 직무 스트레스가 성인의 사회

적 역할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예측되는바, 직장인의 

사회적 역할과 직무 스트레스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구강 자각증상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직무 불안정이 저작 장애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직무 불안정이 클수록 저작 

장애와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요구와 긍정적 조직체계가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요구

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잇몸 출혈 및 잇몸질환 

증상이 더 심각하고, 반대로 긍정적 조직체계일수록 잇

몸 출혈 및 잇몸질환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의 인지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조직체계가 구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긍정적 조직체계일수록 구취와 관련한 구

강 자각증상의 인지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구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

식을 통해 검증한 홍[2]의 연구 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구강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고,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의 관련성을 연구한 구[7]의 연구 결과 직무 스트

레스가 구취와 턱관절 질환, 구강 건조감에 해당하는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가 구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조 등[25]의 연

구 결과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직무 불안정과 조직

체계가 구강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 불안정이 높고 조직체계가 나쁠수록 구강 증상이 

증가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직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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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구강 건조증상의 관련성을 연구한 구 등[11]

과 김[10]의 연구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턱관

절 기능장애와 구강 건조증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턱관절 기능과 구강 건조 증상이 저작운동

과 구취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무 불안정과 조

직체계가 저작 장애와 구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본 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지각과 구강 건강의 관련성을 연구

한 최[31]와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 등[32]의 연구 결과 스트레스와 

관련성 있는 변수로 구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감

을 보고하였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과 관련

한 기능 제한, 통증, 불편 등을 나타내는 구강 건강 관

련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직장인의 구강 전반에 대한 문제는 물론 삶

의 질과 관련한 주요 요인이 됨에 따라 직장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직무 스트

레스 관리 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OECD국가 평균인 78%보다 높은 87.8%를 나타내고

[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인 다빈도 상병 1순위가 구

강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15],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

이자 성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

스와 구강 건강 관련 요인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1,2]. 이에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직무 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구강 보건의 측면에

서 구강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주관적 구강 건강인식이 객관적 구강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함에 따라[29], 본 연

구가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강 자각증상 

관리를 위한 계속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성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의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

여 직장인의 구강 건강과 관련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

안의 다양한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

의 전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2,7,11,18,25], 직장

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저작 장애, 구취, 그리고 잇몸 출

혈 및 잇몸질환과 관련한 구강 자각증상의 융합적 관련

성을 보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직장인

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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