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직무스트레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육지후



Socrative for student 설치!

PC(웹브라우저): 

https://b.socrative.com/login/student/

Android OS: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ocrative.student

iOS: 

https://itunes.apple.com/us/app/socrative-student/id477618130

혹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Socrative student 검색

https://b.socrative.com/login/student/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ocrative.student
https://itunes.apple.com/us/app/socrative-student/id477618130


Socrative 방 입장 및 확인

• 방이름: JIHOOYOOK

•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나는 지금 졸리다.

True / Fals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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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 스트레스?



1장 관련 퀴즈

• 영어로 직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 Socrative로 답해주세요!



















직무 스트레스로 무슨 질환이?

•심혈관계질환 – 고혈압, 당뇨, 비만, 당뇨 등

•근골격계질환 – 근육긴장도 증가, 통증 악화

•소화기계질환 – 위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기능성 복통

•정신질환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 태움

• 왕따

• 폭언

• 성희롱

• 차별

• 손놈…



고객은 왕이다?

• 고객이 항상 옳다는 말은 틀렸다. 

그것은 직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고객만이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창업자

허브 캘러허(Herbert D. Kelleher)















2. 직무 스트레스 파해치기



2장 관련 퀴즈

• Presenteeism 이란 단어가 직무인 건강과 연관되어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Socrative에서 주관식으로 답해주세요!



2장 관련 퀴즈

• Presenteeism 이란 단어가 직무인 건강과 연관되어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Socrative에서 주관식으로 답해주세요!

• Hint: Absenteeism





직업성 긴장 모형



노력 불균형 모형



노력 불균형 모형



NIOSH 모형



NIOSH 모형



3. 스스로 평가해보기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설문 평가도구

• 통칭 KOSS



KOSS 직접 해보기

• Socrative에서 진행하겠습니다!

• 총 43문항 – 한 문항당 20초 진행하겠습니다.







주의할 점

• 일반인구 집단의 점수 분포에 따라 개인 점수/집단 평균 비교

•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검사이지, 

절대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다!



KOSS의 자매품들

• KOSS-SF

• KOSS19

• N-KOSS 





PHQ-9



PHQ-2

• 2문항으로 압축

• 0-6점

• 백견이 불여일습

• Socrative에서 해봅시다.



빼먹으면 안되는 것!

• 기본적인 신체 건강 상태 / 증상

• 음주, 흡연 여부

• 결근 / 프레젠티즘



4.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



안전보건공단 가이드라인





Sauter 일반적 접근법

준비단계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인식 형성

•최고경영진 설득과 지원

•준비단계부터 노동자 참여

•프로그램 스행을 위한 기술적 능력의 확립



Sauter 일반적 접근법

본단계

1단계: 문제의 확인

2단계: 중재의 기획 및 수행

3단계; 중재의 평가



조직적 접근의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EU)

•1. 근로자 개입

•2. 전문가에게 의뢰

•3. 사업주의 관심과 책임

•4. 조직적 변화의 문제를 포함

•5. 단계적으로 문제에 접근



조직적 접근의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EU)

•6. 작업과 책임을 명확히

•7. 프로그램 스케줄 지키기

•8. 다른 종류의 측정을 사용

•9. 직무 스트레스를 통상의 문제로 여김

•10. 프로그램 실시 후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



















대기업 모델

•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산하 연구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보건통계전문가, 

행정직

• 1~3차 예방 포괄



대기업 모델



도시철도 힐링센터

• 2004~2006년까지 철도 기관사 4명 자살

• 2007년 기관사 임시건강진단 실시

•추가 자살자 발생

• 2013년 임시건강진단 재실시 -> 정신건강전담센터 필요성

• 2013년 9월 힐링센터 개소



도시철도 힐링센터

• 2013년 9월 힐링센터 개소

•초기인력구성

-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행정직원



5.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스트레스가 쌓일때 어떻게 하시나요?

• 마지막으로 Socrative에 주관식으로 답변해주세요!

• 최소 5명 답변해 주실때까지 기다릴 예정



Aaron T. Beck

• 사람을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보는 관점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재평가

- 상황유형에 대한 초기 평가

- 자신에게 적절한가를 판단 “ 내게

문제가 생겼나?”

스트레스
요인

아무 것도 아님

여러
가지
증상
·
행동

- 상황적 요구와 자신의 대처기술이 일치하는가를 평가

- 자기 효능감의 지각

“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내가 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

“ 그 상황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1차 평가를
바꾸는 것

① 합리화
② 의미 바꾸기

③ 의미 약화시키기

Y

Y

N

N

1차 평가 2차 평가







이완기법



이완기법



근육이완법



마음 챙김 호흡



주의할 점

• 근육 이완에서 집중해야 할 지점은, 
• ‘힘을 주었을 때‘ < ‘힘을 풀었을 때＇이며, 

• 이는 ‘스트레칭＇이 아니다!!!

• 마음 챙김 호흡을 할 때
• 배에 힘을 주지 않는다.

• 일부러 호흡을 크게 하지 않는다.

• 잘 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