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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험회사의 지 심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사가 아닌 심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들은 많은 업무량과 심사결과 통보와 같은 업무로 인해 상당

한 직무스트 스가 존재할 수 있다. 한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와 의학 지식이 없는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지 심사자의 직무 스트 스와 심사 업

무 특성 스트 스를 비교하고 향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없다.

본 연구는 서술 조사연구로,일개 생명보험회사의 지 심사자 76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설문지를 이용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과 근무

특성을 조사하고 직무스트 스와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를 비교분석하

다.직무 스트 스는 한국형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KOSS-SF)를 이

용하 고,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여 조사하 다.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18.0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직무스트 스 정도는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평균 2.46 (±0.54),비간

호사 심사자는 2.45 (±0.69)이었다.세부 항목 분석 결과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항목에

서 간호사 심사자(2.91±0.47)와 비간호사 심사자(3.14±0.46)의 직무스트

스는 차이가 있었다(p=.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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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업무과정별 스트 스는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5.21 (±1.92),비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4.91 (±2.35)이었고,업무분

야별 스트 스는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6.12 (±1.80),비간호사 심사자

의 경우 5.53 (±2.33)이었으며,심리 부담감은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6.92 (±1.65),비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6.32 (±2.33)이었다.

3)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업무분야별 스트 스에서 ‘장해’건

(p=.008),‘사망’건(p=.004)처리 시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 간

의 차이를 보 고, 심리 부담감에서 ‘민원성향 고객을 응 할

때’(p=.019)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스트 스의 차이가 있었

다.

4) 단계 다 회귀분석 결과,직무 련 스트 스 향요인은 다음과

같다.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β=.457,p<.001),성별(β=.256,p=.022)로

나타났으며,모형의 설명력은 18.7%이었다.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심리 부담감은 직무만족(β=-.279,p=.015)과 간호사면허 유무(β=-.226,

p=.047)이었고,모형의 설명력은 8.9% 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가 지각하는 직무 련

스트 스는 차이가 있었다.특히, 인 계와 련하여 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는 비간호사 심사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심사업무 특성상

업무 분야별로 ‘장해’건과 ‘사망’건 처리시 간호사 심사자의 스트 스는

비간호사 심사자의 스트 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민원성향 고객을

응 할 때’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이 비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보다 더 높았다.따라서 효율 인 스트 스 리를 해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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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 간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효과 인 스트

스 감소 재 개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지 심사,간호사 심사자,비간호사 심사자,직무스트 스,심사

업무 특성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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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국민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낮은 보장성이 주요 단 하나이다.따라서 낮은 수 의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과 향후 보장률 개선이 어려운 환경에서 증하는 의료

비 부담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해 많은 국민들이 민 의료보

험에 가입하고 있다(김 환,2014).건강보험 사보험은 특정질병 뿐 아니

라 여러 가지 질병 상해를 종합 으로 보장하는 상품까지 역을 확

하면서 2012년 민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83.6%에 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생명보험 회,2012).

민 생명보험 가입률이 꾸 히 증가함에 따라(생명보험 회,2012),심

사자가 검토하는 심사건수는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심사자의 업무 과다로

이어져 과도한 스트 스를 유발할 수 있다. 한 심사건수의 증가는 심

사의 일 성 객 성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심사업

무의 심리 압박감 등을 래하고 있다(정은경,2001).심사자는 환자의

기록이나 진료비 심사 등의 서류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동안 의료진과

같은 타분야 요원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경험하거나(정은경,2001),피보

험자들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의료에 한 지식수 의 향상과 더불어 인

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이 증가되어 직무

스트 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박정랑,2006).

한 년도 의료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등

역선택이 존재하고(김 환과 이 주,2013),외래진찰횟수,입원횟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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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수에서 도덕 해이가 발생하여(김재호,2011),민 보험사들의 의학

인 정확한 단이 정한 보험 지 에 있어서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객 이며 공정한 심사 업무가 요하다(최임규,

고명숙,2003).

이에 따라 보험회사 지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는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을 수 있는데,직무 스트 스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한 구성원들의

능력발휘 극 화에 장애요소가 되어 낮은 생산성,이직,결근,작업성과

의 하 등 부정 결과를 래하고(장세진 등,2005),직무불만족을

래하게 되어 결국 조직의 목표달성에 부정 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신유근,2011).

보험회사의 지 심사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간호사가 아닌 직

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보험회사의 지 심사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많은 업무량과 피보험자에게 보험 지 여부에 한 심

사결과를 통보해야 함으로 인해 상당한 직무스트 스가 존재할 수 있다.

지 심사는 의무기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

로 이를 기 으로 볼 때,간호사가 비 공자에 비해 업무 응력이 빠를

수 있어 스트 스가 낮을 수 있고,비 공자의 경우 의료진 면담시 스트

스를 더 받을 수 있다. 한 두 심사자들은 스트 스를 느끼는 업무의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단순한 인과 계 사고사실 확인이 필요한 다

른 종류의 심사에 비해 비교 깊은 의학지식이 필요한 ‘진단’건을 심사

할 때 간호학 비 공자는 간호학 공자에 비해 스트 스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회사의 지 심사자에 한 직무 스트 스를 조사

한 연구가 많지 않고 그 결과 한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순주,

2001;서양순,2006;정은경,2001). 한 심사자 간호학 공자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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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직무 스트 스를 악하고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지 심사자의 일반 인 직무스트 스를 확인하고,지 심사에

한 업무 특성이 반 된 스트 스를 더욱 구체 으로 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의학지식과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와 간호사가 아닌 심사자들

의 직무스트 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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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보험 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 련 스트 스 정도를 확인하고 차이를 비교하

는데 있으며,구체 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를 악하고 정도

를 비교한다.

2)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를 악

하고 정도를 비교한다.

3)직무스트 스와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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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 정의

1)간호사 심사자

간호사 심사자는 의료기 보험 련 공공기 은 물론 일반 보험사

등에서 건강보험 각종 보험과 련하여 발생하는 진료내역의 정성

과 진료이용에 한 심사 평가 리를 주 업무로 하며,심사 평가

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하며

(보험심사간호사회,2014),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지 심사 종사자

간호사 면허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2)비간호사 심사자

비간호사 심사자는 민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정손해액의

산정과 지 여부를 결정하기 한 심사를 진행하며 입원의 정성,수술

등 확인,장해상태 발병원인 확인,사망조사 등 보험 지 에 련

된 사실을 확인하기 해 보험 상자 면담 의료진, 련기 확인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KCA손해사정,2014;이석범과 이 종,

2008),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지 심사 종사자 간호사 면허가 없

는 자를 말한다.

3)직무스트 스

직무스트 스란 직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 ,정신 ,정서 반응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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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ationalInstitute forOccupationalSafety and Health [NIOSH],

2007).본 연구에서는 장세진 등(2005)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 단축형(KOSS-SF)로 측정한 값으로, 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4)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란 지 심사 발생 가능한 스트 스를 말한

다(정은경,2001).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지 심사 발생 가능한 스

트 스를 업무과정별 스트 스,업무분야별 스트 스,그리고 심리 부

담감,총 3 역으로 세분화하여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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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고찰

1.직무스트 스와 향요인

스트 스는 우리가 일반 으로 느끼는 것이며,특히 격한 경쟁과 변

화가 지속되고 있는 시 에서 조직구성원들은 계속 으로 이런 스트

스 발생상황에 응하며 살아가게 된다(이 ,2014).특히 어떤 조직

에서 직무와 련하여 일어나는 스트 스를 직무스트 스라고 하며,

1960년 들어 스트 스 연구를 산업 장에서 본격 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래 1908년 부터는 직무스트 스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

다(이종목,2008).직무스트 스란 직무가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능력

이나 자원,요구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 ,정신 반응으

로 정의된다.조직에 있어서 정수 의 스트 스는 스트 스가 없

는 상태에 비해 성과가 상승하는 정 인 측면도 있지만,역기능 인

측면이 무나 크기 때문에 조직 리자들이 심을 갖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조직,나아가 국가 으로도 막 한 손실을 래하게 된다(송병식과

김성한,2002).

직무스트 스에 한 개념은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며 자극,반

응,환경특성,개인 속성,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 등과 같은 상황에 따

라 서로 다르게 표 되고 있어 학자 간에 일치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Caplanetal(1975)은 개인에게 을 가하는 모든 직무환경의 특성을

직무스트 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Hall과 Mansfield(1971)는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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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조직이나 개인에게 작용하는 외부 힘으로 본다. 한편

Paker(1983)는 직무스트 스가 단기 일지 혹은 지속 인 새로운 결과를

나타낼지는 그 기간이나 정도,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McGrath(1976)는 직무스트 스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내포하

고 있다고 하 다.즉 환경 요건이 개인에게 스트 스를 일으키기

해서 먼 스트 스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지각해야 하고 그 환경 요

건에 처하기 해서 자신의 처능력과의 계를 고려해서 환경을 해

석해야 하며,성공 으로 처할 경우 결과 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각해야 한다고 하 다.Blau(1981)는 직무스트 스란 직업 요

구와 개인의 역량 간의 차이나 부조화로 인한 긴장과 불편함을 의미한다

고 했다.이는 직무스트 스를 자극개념,반응개념의 정의를 충한 역

동 상호작용으로서 보고,직무스트 스를 환경 자극요인과 개인의

반응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이다.

직무스트 스 요인이란 직장에서 직무환경과 련되어 발생되는 스트

스 요인을 의미한다(Margolisetal.,1974;Caplanetal,1975).직무에

서 스트 스를 일으키는 요인은 연구자들의 강조 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한다(이종목,2008).

Cooper& Marshall(1976)은 직무스트 스 요인을 직무의 내재 차원

(과다/과소업무량,시간압박,열악한 근무조건과 신체 긴장으로부터의

피로),조직 역할(역할갈등,역할모호성, 인책임,신속한 기술변화에

의 처, 리자 지원의 부족,의사결정의 불참),경력개발(지 불일치,

승진부 합,욕망퇴조,직무안정성의 부족,최고경력단계 도달,욕구에 따

른 좌 ),조직 내 계(상사와의 계 악화,책임이양의 어려움,동료,

부하 직원과의 계악화),조직구조 분 기(의사결정에의 비참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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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사소통,회사정책,행동제약,효과 인 자문부족,개인의 자유,

자율성에 한 ),개인 특성(행동양식,동기부여,변화에 한 응

능력,모호성에 한 인내,퍼스낼러티)등으로 분류하 다.

Beehr와 Gupta(1979)는 직무스트 스 요인으로 환경 요인(직무요건

업무특성,역할요인),개인 요인(신체나 심리조건,인구통계학 특

성), 심리 과정 요인으로 3가지를 들고 있으며, Invancevich와

Matteson(1980)은 물리 환경요인(조명,소음,온도 등),개인 수 요

인(역할모호성,책임성 등),조직 요인(집단내 집단간의 갈등),그리

고 조직외 요인(지도 향력,경제력 등)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결과

으로 스트 스 요인이란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공간 환경,상

황 그 모든 것들이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김남신,1992).

직무스트 스와 련하여 직무스트 스 요인의 종류와 심각성 지각정

도는 경찰,선생님,의료계 종사자, 융계 종사자,군인 등 다양한 직업

직종에 걸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조동란,2006;Carbone,& Eric

G,2001;Cheng,Y.,GUO,Y.L.,& Yeh,W.Y.,2001;Chitra,T.&

Karunanidhi,S.,2013;MohammadMosadeghrad,& Ali,2014;Yang

Wang,AaronRamos,HuiWu,LiLiu,XiaoshiYang,JianaWang,&

LieWang,2015).탁진국(2002)의 연구결과 사무직의 높은 직무스트 스

원은 부서갈등과 의사결정참여 으며,생산직의 높은 직무스트 스원은

상사 계,직무불안정,그리고 환경문제이며,연구직의 높은 직무스트

스원은 역할모호성,역할과다,역할과소,승진문제,그리고 일-가정 갈등

이라고 하 다.

우리나라의 직무스트 스 연구는 한국산업안 공단과 한국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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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학회가 공동연구를 통해 직무스트 스 요인을 8개 역으로 나 어 제

시하 고,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장세진 등,2005).8개 역은 조직체계와 보상부 ,직무요구도,직무

자율성 결여, 인 계 갈등,직무 불안정성,직장문화,고용불안정성,물

리 환경으로 구분되며,최근 이 도구를 이용한 직무스트 스에 한

연구가 다양한 직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직의 경우 직무스트 스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편이며,직무

불안정성은 여성일수록,비정규직일수록 높은 스트 스를 보 고,조직

내 인 계에 따른 스트 스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고학력일수록 높

았다.직무요구는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스트 스를 나타냈다(박혜주,김

윤 ,박기 ,이시우,유종향,2014).보건 리자의 경우 직무스트 스는

직무요구와 계갈등에 한 스트 스가 높고,특히 여성의 경우 직무요

구, 계갈등 조직체계와 련된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웅,박진우,송세욱,2012). 매 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직무스트

스는 높은 편인데,하 역별로 직무요구, 계갈등,조직체계,직장문

화,4개 역에서 직무스트 스가 높았으며,특히 직무불안정 역은 매

우 높은 스트 스를 보 다(이윤정,정혜선,2009).

산업종사자들의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서비

스종사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 근무환경문제들에서 보다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정민정과 탁진국,2004),콜센터근로

자의 경우 결혼상태에 따라 기혼이 미혼,이혼과 비교하여 스트 스가

낮았다(김정임,김순례와 이진화,2013). 매,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월

이 을수록,수면량이 불규칙할수록 직무스트 스가 높았다(이윤정,

정혜선,2009).연령과 성별,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스트 스는 직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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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트 스가 높은 군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김은주와 임지 ,2010;김

순례와 이정희,2000;이미라,2011).

이와 같이 직무스트 스는 다양한 직종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한 최근 한국형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 개발로 이를 이용한 직무스트

스 연구가 다양한 직종에서 이루어져 직종간의 직무스트 스 정도를 비

교하고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할 수 있었다.그러나

보험회사 지 심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직무스트

스 정도 향요인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보험회사 지 심사 종사자의 직무스트 스와 향

요인

1)지 심사 개요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7년도 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비

롯되었고, 재 업무 역별,업무형태별로 구분되어 운 된다.그 업

무형태별로 나 어볼 때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그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한다.보험업법 185조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 발생시 모든 건에 하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독립손해사정사

를 선임하여 손해액 보험 을 사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

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의 산정 지 과 련된 업무

처리행태를 살펴보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115조에 의해 자회사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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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속 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보험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은 보험 산정과 지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조

규성,2013).이를 지 심사라 한다.지 심사는 보험계약상 담보 험에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에 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를 통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가려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업무의 성격상 공정성과 객 성이 그 본질로서 제되어야 할 것이다(최

규학,1991).지 심사 실무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업무에서부터

보험 의 지 단계까지의 업무가 이루어지며,피보험자 는 사고 목격

자와의 인터뷰,약 의무기록 확인,보상 액을 결정하기 한 조사

과정을 거친다(박성훈,1997;UnitedStatesDepartmentofLabor,2009).

미국의 경우 IndependentAdjuster가 있어 보험회사가 의뢰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조사 확인,평가와 더불어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등 간

에 의 조정 까지 수행하는 것이 업무수행범 가 된다. 국의 경우

LossAdjuster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며,업

무수행범 는 미국과 유사하다.독일은 손해감정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

자의 이익의 양극성과 보험제도가 용되고 있는 생활 역의 다양성에

기인하여 보험 청구요건 는 손해액의 확정,보험 청구요건 는

상해로 인한 생계능력 상실정도를 확정한다.손해감정사는 손해액이나

그밖의 청구요건을 확정하고 감정의견을 제시하여 조사,숙려(심사숙고),

평가,계산,보 ,명시하는 과정을 거친다(한국손해사정사회,2015).

2)지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와 향요인

박순주(2001)의 연구에서 민간보험사인 손해보험사 심사간호사의 업무

는 진료비 심사,직원교육,피해자 리,상해 장해 리 순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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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특수 의료 재료 심사와 진료비 정성 심사,보상직원에 한

의료 의료수가 련 교육,피해자상태에 한 담당의사와의 상담이

구체 인 업무로 밝 졌다.

서양순(2006)은 병원심사간호사와 손해보험사심사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를 비교하 다.병원심사간호사의 직무스트 스 요인은 과 한 업무량,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등이었고,손해보험사 심사간호사의 직무스트 스

요인은 병원과의 응능력,보험기 에 한 스트 스,회사의 개인 업무

실 평가 등이라고 하여,두 군 간의 직무스트 스 요인은 차이가 있었

다. 한 손해보험사심사간호사가 병원심사간호사보다 보수와 업무량에

서 스트 스 정도가 높고,이직의도,스트 스 정도는 상 으로 낮았

다.

정은경(2001)은 손해보험사 심사간호사가 경험하는 스트 스 요인은

‘심사업무에 한 심리 부담감’이 가장 높은 스트 스라고 하 다.직

무스트 스 요인 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과 련된 특성은 월평균소

득과 소속부서이고,업무수행갈등과 련된 특성은 소속부서,타분야 요

원과의 갈등과 련된 특성은 입사 임상근무기간으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 간호사의 활동범 가 보험기 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신

속히 확 되고 있어 이들의 스트 스를 연구하는 것이 개인 측면의 삶

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 인 측면에서 정 상과 발 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나,보험회사의 지 심사를 맡고 있는 간호사들에

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어서 이들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박

순주,2001). 한,지 심사자에 한 직무스트 스 연구는 국내외 모두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지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 정도와 향요인을

악하고,지 심사자를 간호사와 비간호사로 구분하여 이들의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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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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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지 심사를 담당하는 간호사 심사자가 지각하는

직무 련 스트 스를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 련 스트 스와 비교하

고,직무 련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연구 상

본 연구의 표 모집단은 보험회사의 지 심사를 수행하는 간호사 심

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이며,근 모집단은 본 연구자가 임의 선정한 일

개 생명보험사의 간호사 심사자 비간호사 심사자이다. 상자 선정

기 은 지 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연구의 목 과 취지를 이해하

고 연구 참여에 스스로 동의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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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리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상자 보호를 하여 서울 학교 간호 학의 연구 상

자 보호 심의 원회에서 심의면제 상임을 확인받은 후 진행하 다(면제

번호 E1412/001-012).

모든 연구 상자에게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 고,

자료수집 동의서에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자료의 비 보장에

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 다.작성된 설문지는 투에 넣어

회수하 고,설문을 작성한 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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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수집도구

1)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인 연령(만나이),성별(남/녀),결혼상태(기혼/미

혼),최종 학력( 문 졸/ 졸),간호사 면허 소지 유무를 조사하 다.

상자의 흡연과 음주는 유,무로 나 어 기입하며 흡연하는 경우 1

일 흡연량을 갑 단 로 표기하도록 하고,음주하는 경우는 주당 음주횟

수를 기입하도록 하 다.운동은 주 3회 이상과 주 2회 이하 간에 선택

하도록 하고 취미생활은 유,무로 표기하도록 하 다.

2)근무특성

상자의 근무특성은 심사경력,직 ,입사동기,입사 근무경력,보

수,근무시간,직무만족과 련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 다.

지 심사 경력은 1년 미만,1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 었으며,직 은 사원, 리,과장,차장으로 구분하

다.입사동기는 ‘업무가 성에 맞아서’,‘업무가 본인의 발 에 도움이

되므로’,‘채용 공고 등으로 우연한 기회에 입사 지원함’,‘이 직장생활

이 힘들어서’로 나 었으며(정은경,2001),입사 근무경력은 년,개월

수로 본인이 직 기입하도록 하 다.보수는 월평균 여와 보수에

한 만족 여부를 물었으며,근무시간은 1일 평균 근무시간,주당야근횟수

를 물어 기록하도록 하 다.마지막으로 지 심사에 한 만족여부는 매

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으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하 다.



18

3)직무스트 스 측정도구

장세진 등(2005)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직무 스트 스 측정도구 단축

형(KOSS-SF)은 우리나라 직장인의 직무스트 스를 객 이고 정확하

게 측정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 인 직무스트 스를 악하기 하여

이 도구를 사용하 다.

한국형 직무 스트 스 측정도구 단축형(KOSS-SF)은 총 24문항,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상 으로 높

은 것을 의미한다.한국형 직무 스트 스 측정도구 단축형(KOSS-SF)

문항 에서 일부 역문항(3,5,6,7,8,9,10,12,14,15,16,17,18,19,20)은 역코딩하

여 평가하 다.김정임,김순례와 이진화(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α

는 .85 으며,이 주와 정혜선(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α는 .58이

었다.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는 .82이었다.

4)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측정도구

지 심사 특성을 고려한 스트 스를 악하기 해 정은경(2001)에 의

해 개발된 손보사심사간호사의 스트 스 측정도구를 참고하고 보험회사

에 근무하는 심사자 3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를

구성하 다.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는 업무과정 업무분야별 스트 스 정도와

심리 부담감으로 총 3 역이며 세부 역은 각각 6문항,5문항,

5문항으로 체 16문항으로 구성하 다.추가문항에 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지 심사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2인과 간호사가 아닌 심사자 2인,간호 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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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수정,보완한 후,내용타당도를 검증하 다(ContentValidity

Index,CVI:0.81).

업무 특성 스트 스의 Cronbach’sα는 .92이었으며,세부 역별

Cronbach’sα는 업무과정별 스트 스는 .81,업무분야별 스트 스는 .79,

심리 부담감은 .79이었다.

5.자료수집 차 방법

자료수집은 본 학 IRB심의 후 2015년 1월10일부터 2015년 4월9일

까지 시행하 다.

설문지 배부는 서울,경기 기타지역에서 실시하 으며 편의표출방

법을 사용하 다.연구자가 연구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 제 3

자를 통한 방법을 이용하 다.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총 5개 의 각

지 심사자에게 연구목 과 설문방법에 하여 설명하 고,이들은

내 연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본 연구자에게 직 달하 다.기타지역의 경우 본 연구자가

유선으로 직 연구 목 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심사자

에게 동의서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우편으로 회수하 다.

표본의 크기는 다 회귀분석을 해 G-power를 이용하여 유의수

.05,검정력 80%,효과크기는 간수 인 .15,독립변수 3개로 산출했을

때 최소 77명이었다.설문지는 총 120장(서울 70장,경기 30장,기타 지

역 20장)배부하 으나 사내 보수 인 분 기(36명) 는 바쁜 업무(7명)

를 이유로 43명이 작성을 거 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지 못하 다.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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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총 77장(서울지역 45장,경기지역 18장,기타 지역 13장)으로

설문지 회수율은 64%(서울 64.3%,경기 60%,기타 지역 65%) 으며,그

1부는 설문지 작성이 충실하지 못하여 제외시켰다.

6.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일반 특성과 근무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2) 상자의 근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 스는 t-test,ANOVA로 분석

하 다.

3)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 간의 직무스트 스 차이를 비교하

기 해 문항별 직무스트 스 수는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직

무스트 스 총 은 장세진 등(2005)이 제시한 수 환산 방식에 따라

100 기 으로 수를 환산하 다.직무스트 스 차이는 t-test를 이용

하 다.

4)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의 차이

를 비교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t-test를 이용하 다.

5)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와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향 요인을 비교,분석하기 해 단계 다 회귀분석을 이용

하 다.

6)모든 통계의 유의수 은 p<.05에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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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결과

Variables Category
N(%)

F p
Seoul Gyeonggido Others

Age(years)

25~29

30~39

40~49

≥ 50

6(13.3)

21(46.7)

11(24.4)

7(15.6)

5(27.8)

7(38.9)

5(27.8)

1(5.6)

0(0.0)

4(30.8)

9(69.2)

0(0.0)

2.856 .179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12(26.7)

33(73.3)

5(66.7)

13(72.2)

10(76.9)

3(23.1)
6.766 .002

Totalwork

experience

(years)

＜1

1~5

5~10

≥10

3(6.7)

23(51.1)

9(20.0)

10(22.2)

4(22.2)

4(22.2)

8(44.4)

2(11.2)

1(8.3)

7(58.3)

2(16.7)

2(16.7)

0.216 .803

1.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서울지역 45명,경기지역 18명,서울·경기

이외 지역 13명으로 모두 76명이었다.지역별 심사자의 나이와 근무경

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2)<Table1>.

Table1.Generalcharacteristicsofthesubjects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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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상자 간호사 심사자는 32명(42.1%),비간호사 심사자는

44명(57.9%)이며,일반 특성인 성별,연령,결혼상태,학력,흡연,음주,

운동여부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2>.

간호사 심사자의 성별은 모두 여자이며,비간호사 심사자는 남성 27명

(61.4%),여성 17명(38.6%)이었고,두 군의 성별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간호사 심사자의 평균 연령은 43.4세(±5.79)로

40~49세가 59.4%로 가장 많았고 비간호사 심사자의 평균 연령은 35.57세

(±7.90)로 30~39세 23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혼상태는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기혼이 31명(96.9%)으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비간호사 심사자는 기혼 25명(56.8%),미혼 19명(43.2%)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학력은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3년제 학 졸업이 21명(65.6%)으로 가

장 많았고,비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4년제 학 졸업이 38명(86.4%)으로

가장 많았으며,두 군간의 학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흡연 여부는 간호사 심사자는 32명(100%)모두 비흡연자 으

나,비간호사 심사자 14명(31.8%)은 흡연자 고 두 군간의 흡연 비율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음주 여부는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23명(71.9%),비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34명(77.3%)가 ‘그 다‘로 응답하 다.음주하는 경우 음주량은 간

호사 심사자의 경우 0~1회 미만이 59.1%로 가장 많았고,비간호사 심사

자의 경우 1~2회 미만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두 군간의 주당 음주

횟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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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χ² pClaim adjuster

(Nurse)

Claim adjuster

(Non-nurse)

Gender
Male

Female

0(0.0)

32(100)

27(61.4)

17(38.6)
30.456 <.001

Age(year)

25~29

30~39

40~49

≥ 50

1(3.1)

8(25.0)

19(59.4)

4(12.5)

10(23.3)

24(55.8)

6(12.2)

4(9.1)

22.399 <.001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21(65.6)

11(34.4)

6(13.6)

38(86.4)
21.861 <.00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1(96.9)

1(3.1)

25(56.8)

19(43.2)
15.330 <.001

Smoking
Yes

No

0(0.0)

32(100.0)

14(31.8)

30(68.2)
12.481 <.001

Drinking
Yes

No

23(71.9)

9(28.1)

34(77.3)

10(22.7)
0.305 .581

Drinking

frequency

(/week)

0~1

1~2

2~3

≥3

13(59.1)

7(31.8)

2(9.09)

0(0.0)

5(14.3)

16(45.7)

10(28.1)

4(11.4)

14.183 .003

Excercise

(/week)

≤ Twice

≥ 3times

28(87.5)

4(12.5)

38(86.4)

6(13.6)
0.021 .885

Hobby
Yes

No

11(35.5)

20(64.5)

21(47.7)

23(52.3)
1.114 .291

Table2.Generalcharacteristicsofthesubjects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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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근무특성

상자의 근무특성은 지 심사 경력,직 ,입사동기,입사 근무경

력,월평균 여와 여 만족도,1일 평균 근무시간 주당 야근 횟수,

주요 심사분야,직무만족에 해 조사하 다<Table3>.

입사 동기는 ‘채용공고 등으로 우연한 기회에 입사 지원함’이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19명(61.3%),비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34명(77.3%)로 가

장 많았으며,두 군 간의 입사 동기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9).

이 근무경력은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5년~10년 미만이 15명(46.9%),

비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이 21명(48.8%)으로 가장 많았으며,두

군 간의 이 근무경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1일 평균 근무시간은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8~9시간이 27명(87.1%),

비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23명(53.5%)으로 가장 많았고,두 군 간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야근 횟수는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 모두 주 1~2회인 경우가 각각 17명

(63%),22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두 군 간의 야근 횟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2).

지 심사에 한 직무만족은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24명(77.4%)으로 가장 많았고,비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22명

(50%)이었으며,두 군 간의 직무만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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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χ² p
Claim

adjuster

(Nurse)

Claim

adjuster

(Non-nurse)

Totalwork

experience

(years)

＜1

1~5

5~10

≥10

3(9.7)

15(48.4)

8(25.8)

5(16.1)

5(11.4)

19(43.2)

11(25.0)

9(20.5)

0.344 .952

Position

Staff

AssistantManager

Manager

Deputy General

Mannager

4(12.9)

12(38.7)

14(45.2)

1(3.2)

12(27.3)

13(29.5)

16(36.4)

3(6.8)

3.010 .390

Motiveforcurrent

jobapplication

Claim issuitablejob

forme.

Claim is helpfulfor

self-development.

Iappliedbychance

Previous career was

hardforme.

2(6.5)

3(9.7)

19(61.3)

7(22.6)

6(13.6)

4(9.1)

34(77.3)

0(0.0)

11.480 .009

Previous

work

experience

(years)

＜1

1~5

5~10

≥10

1(3.1)

4(12.5)

15(46.9)

12(37.5)

21(48.8)

6(14.0)

6(14.0)

10(24.3)

21.469 <.001

Income

Monthly

Average

income

(*10⁴

won)

200~249

250~299

300~349

≥350

13(41.9)

10(32.3)

4(12.9)

4(12.9)

16(36.4)

7(15.9)

13(29.5)

8(18.2)

5.688 .224

Levelof

Satisfac-

tion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1(3.2)

13(41.9)

14(45.2)

3(9.7)

0(0.0)

1(2.3)

11(25.0)

24(54.5)

7(15.9)

1(2.3)

3.242 .518

Working

time

Working

hours

(hrs/day

)

8~9

10~11

≥12

27(87.1)

4(12.9)

0(0.0)

23(53.5)

13(30.2)

7(16.3)

10.413 .005

Overtime

(times

/week)

0

1~2

3~4

≥5

8(29.6)

17(63.0)

0(0.0)

2(7.4)

3(7.7)

22(56.4)

7(17.9)

7(17.9)

10.869 .012

Levelof

JobSatisfaction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0(0.0)

0(0.0)

24(77.4)

7(22.6)

0(0.0)

2(4.5)

8(18.2)

22(50.0)

10(22.7)

2(4.5)

10.684 .030

Table3.Workcharacteristicsofthesubjects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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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사자의 직무스트 스와 향요인

1)심사자의 직무스트 스 비교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는 각각 2.46

(±0.54),2.45 (±0.69)으로 100 기 으로 환산한 수는 각각 간호사

심사자 48.60 ,비간호사 심사자 48.26 이었으며,두 군 간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를 비교한 결과,‘직

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p=.036)문항에서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3.14±0.46)가 간

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2.91±0.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직무스트 스를 나타낸 문항은 간호사 심사자는 ‘직장사정

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2.97±0.65)이었으며,비간호사 심사자는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

이 있다.’(3.14±0.46)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직무스트 스를 나타낸 문항은 간호사 심사자는 ‘나의 동료

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다.’(2.06±0.44),‘우리부서와 타 부서 간

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 조가 잘 이루어진다.’(2.06±0.25),‘기 이나 일

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2.06±0.56),총 3문항이었다.비간

호사 심사자는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다.’(1.89±0.72)

문항에서 가장 낮은 직무스트 스를 보 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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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ariables
Mean±SD(ranking) t-test

Claim adjuster
(Nurse)

Claim adjuster
(Non-Nurse) ｜t｜ p

1
Duetomanythingstodo,Ialways
feeltimepressure.

2.84±0.68(5) 2.75±0.65(6) 0.614 .544

2 My job has become increasingly
overloading.

2.94±0.72(2) 2.95±0.81(4) 0.103 .924

3
Sufficient rest is provided during
workinghours. 2.78±0.61(6) 2.82±0.66(5) 0.256 .804

4
I have to do variable jobs
simultaneously.

2.94±0.44(2) 3.05±0.53(2) 0.951 .346

5 Myworkrequirescreativity. 2.56±0.50(9) 2.48±0.80(9) 0.536 .596

6
My work requires a high levelof
skillorknowledge. 2.19±0.64(16) 2.02±0.79(20) 0.973 .337

7
Icanmakemyowndecisioninmy
jobandgiveinfluenceoverthework.

2.28±0.58(15) 2.41±0.58(11) 0.956 .348

8 Icancontrolmyworkpaceandtime
schdule.

2.09±0.47(20) 2.00±0.61(21) 0.734 .469

9 My supervisoris helpfulin getting
thejobdone.

2.09±0.47(20) 1.91±0.71(23) 1.288 .203

10
Mycoworkerishelpfulingettingthe
jobdone. 2.06±0.44(22) 1.89±0.72(24) 1.225 .224

11
Ihavesomeonewhounderstandsmy
difficultiesatwork. 2.91±0.47(4) 3.14±0.46(1) 2.136 .036

12
My futureis uncertain becausethe
currentsituation ofmy company is
unstable.

2.97±0.65(1) 3.02±0.70(3) 0.343 .733

13
Undesirable changes(i.e.downsizing)
willcometomyjob.

2.31±0.54(14) 2.41±0.66(11) 0.687 .497

14
The organizational policy of my
companyisfairandreasonable.

2.59±0.56(8) 2.43±0.66(10) 1.122 .265

15
My company provides me with
sufficientorganizationalsupports.

2.16±0.37(18) 2.25±0.75(17) 0.654 .517

16
Depatments cooperate each other
withoutconflicts.

2.06±0.25(22) 2.25±0.49(17) 1.997 .050

17
Ihaveopportunitiesandchannelsto
talkaboutmyideas.

2.38±0.49(13) 2.27±0.62(16) 0.774 .444

18
Iacquirerespectandconfidencefrom
mycompany.

2.47±0.57(12) 2.41±0.66(11) 0.416 .681

19
IbelieveI’llbegivenmorerewards
from mycompanyifIworkhard. 2.50±0.51(11) 2.64±0.69(7) 0.952 .345

20
Iam provided with opportunity of
developingmycapacity. 2.63±0.49(7) 2.52±0.79(8) 0.65 .521

21
Dining out after work makes me
uncomfortable. 2.13±0.42(19) 2.14±0.70(19) 0.089 .935

22
Iam asked to do my work with
irrationalprincipleorinconsistency. 2.06±0.56(22) 1.98±0.73(22) 0.552 .584

23
My companyclimateisauthoritative
andhierarchical.

2.19±0.69(16) 2.32±0.96(15) 0.653 .514

24
I take disadvantages since I am
woman(man).

2.53±07.6(10) 2.34±0.94(14) 0.946 .349

Total(Range1~4) 2.46±0.54 2.45±0.69 0.037 .866

Table4.ComparisionintheoccupationalstressbetweenNurseandNon-Nurse.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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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무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 스

근무 특성에 따른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를

분석한 결과,지 심사 경력,직 ,입사동기,입사 근무경력,월평균

여와 여 만족도,1일 평균 근무시간 주당 야근 횟수,지 심사에

한 직무만족에 따른 직무스트 스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5>.

비간호사 심사자의 근무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 스를 분석한 결과,직

무스트 스는 입사동기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47).Scheffe사후검정 결과 ‘채용공고 등으로 우연한 기회에 입사지

원 함‘의 경우 직무스트 스가 ’보험심사 업무가 성에 맞아서‘의 경우

직무스트 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직무스트 스는 보수만족

(p=.030),1일 근무시간(p=.033)과 직무만족(p=.002)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Scheffe사후검정 결과,1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군이 8~9시간 근무하는 군보다 직무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심사에 한 직무만족은 ‘불만족‘군이 ’만족‘군보다 직무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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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Occupationalstress

Claim adjuster(Nurse)(N=32) Claim adjuster(Non-Nurse)(N=44)

N(%) Mean±SD t/F p Scheffe N(%) Mean±SD t/F p Scheffe

Total work

experience

(years)

＜1

1~5

5~10

≥10

8(10.7)

34(45.3)

19(25.3)

14(18.7)

3(9.7)

15(48.4)

8(25.8)

5(16.1)

2.59±0.14

2.48±0.18

2.40±0.09

2.40±0.25

1.519 .380

5(11.4)

19(43.2)

11(25.0)

9(20.5)

2.27±0.22

2.51±0.41

2.40±0.24

2.41±0.34

0.878 .585

Position

Staff

AssistantManager

Manager

DeputyGeneralMannager

16(21.3)

25(33.3)

30(40.0)

4(5.3)

4(12.9)

12(38.7)

14(45.2)

1(3.2)

2.63±0.09

2.40±0.16

2.47±0.18

2.29±0.00

3.010 .390

12(27.3)

13(29.5)

16(36.4)

3(6.8)

2.42±0.37

2.44±0.39

2.43±0.26

2.51±0.48

0.041 .973

Motivefor

currentjob

application

Claim issuitablejobforme.

Claim ishelpfulfor
self-development.

Iappliedbychance

Previouscareerwashardfor
me.

8(10.7)

7(9.3)

53(70.7)

7(9.3)

2(6.5)

3(9.7)

19(61.3)

7(22.6)

2.46±0.06

2.47±0.22

2.45±0.19

2.47±0.19

0.026 .992

6(13.6)

4(9.1)

34(77.3)

0(0.0)

2.19±0.14

2.22±0.22

2.50±0.35

-

6.835 .047
c>a

Previous

workexperience

(years)

＜1

1~5

5~10

≥10

23(30.3)

9(13.1)

21(27.7)

22(28.8)

1(3.1)

4(12.5)

15(46.9)

12(37.5)

2.16±0.00

2.47±0.16

2.43±0.16

2.48±0.21

- .405

21(48.8)

6(14.0)

6(14.0)

10(24.3)

2.50±0.40

2.36±0.21

2.39±0.25

2.34±0.30

0.775 .551

Income

Monthly

average

income

(*10⁴

won)

200~249

250~299

300~349

≥350

29(38.6)

17(22.7)

17(22.7)

12(16.0)

13(41.9)

10(32.3)

4(12.9)

4(12.9)

2.47±0.16

2.43±0.23

2.53±0.14

2.36±0.98

0.664 .581

16(36.4)

7(15.9)

13(29.5)

8(18.2)

2.45±0.32

2.58±0.51

2.49±0.25

2.23±0.26

1.717 .227

Levelof

Satisfac-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2(2.7)

24(32.0)

1(3.2)

13(41.9)

2.63±0.00

2.46±0.18
- .640

1(2.3)

11(25.0)

3.29±0.00

2.36±0.24
- .030

Table5.OccupationalstressaccordingtotheworkcharacteristicsbetweenNurseandNon-nurse.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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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Moderate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38(50.7)

10(13.3)

1(1.3)

14(45.2)

3(9.7)

0(0.0)

2.46±0.19

2.36±0.07

-

24(54.5)

7(15.9)

1(2.3)

2.48±0.34

2.32±0.31

1.95±0.00

Working

time

Working

hours

(/day)

8~9a

10~11b

≥12c

49(66.2)

18(24.3)

7(9.5)

27(87.1)

4(12.9)

0(0.0)

2.46±0.18

2.41±0.12

2.45±0.17

0.562 .578

23(53.5)

13(30.2)

7(16.3)

2.37±0.26

2.39±0.24

2.73±0.57

1.320 .033

c>a

Overtime

(times/we

ek)

0

1~2

3~4

5

11(16.7)

39(59.1)

7(10.6)

9(13.6)

8(29.6)

17(63.0)

0(0.0)

2(7.4)

2.43±0.22

2.46±0.18

2.47±0.15

2.46±0.19

0.092 .882

3(7.7)

22(56.4)

7(17.9)

7(17.9)

2.10±0.15

2.35±0.24

2.50±0.49

2.72±0.34

2.578 .244

Levelof

JobSatisfaction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2(2.7)

8(10.7)

46(61.3)

17(22.7)

2(2.7)

0(0.0)

0(0.0)

24(77.4)

7(22.6)

0(0.0)

-

-

2.45±0.19

2.47±0.11

-

0.149 .773

2(4.5)

8(18.2)

22(50.0)

10(22.7)

2(4.5)

2.50±0.00

2.75±0.48

2.46±0.26

2.18±0.15

2.13±0.23

- .002

b>d

Motiveforcurrentjobapplication.a:Claim issuitablejobforme,b:Claim ishelpfulforself-development,c:Iappliedbychance,d:Previouscareerwasdifficultfor

me.

Workinghours(/day).a:8~9hr,b:10~11hr,c:≥12hr

LevelofJobsatisfaction.a:Verydissatisfaction,b:Dissatisfaction,c:Moderatelysatisfied,d:Mostlysatisfaction,e:Very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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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Age(years) -.006 -.054 .957

Gender 4.977 2.133 .256 2.333 .022

Jobsatisfaction -5.359 3.307 -.457 -3.940 <.001

Worktime(hrs/day) -.171 -1.459 .149

PresenceofRNlicense -.018 -.125 .901

R²=.209 AdjustedR²=.187 F=9.383 p<.001

Table6.ResultofStepwiseMultipleLinearRegression

(N=76)  

 3)심사자의 직무스트 스 향요인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 향요인을 분석하기 해 단계 다 회귀분

석(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시행하 다.

직무스트 스와 일반 특성,근무특성과의 Pearson상 계 분석 결

과에서 직무스트 스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일 근무시간(r=.241,

p=.019),직무만족(r=-.421,p<.001)을 독립변수로 하고,심사자의 간호사

면허 유무와 인구학 요인 연령,성별을 독립변수에 추가하 다.명

목변수는 가변수(dummyvariable)처리하 다.가변수는 간호사면허는

유=0,무=1로 지정하 고,성별은 남=0,여=1로 지정하 다.

단계 회귀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

만족(β=-.457,p<.001),성별(β=.256,p=.022)이었다.회귀모형은 통계 으

로 유의하 고(F=9.383,p<.001)모형의 설명력은 18.7% 다.

B:unstandardizedcoefficients,SE:standarderrors,β :standardizedcoefficients,t:t–value,

p: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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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사자의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와 향요인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는 업무과정별 스트 스,업무분야별 스트 스,

그리고 심리 부담감,총 3 역으로 나 어져 있으며,심사업무 특성 스

트 스와 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1)심사자의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비교

(1)업무과정별 스트 스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업무과정별 스트 스는 각각 5.21

(±1.92),4.91 (±2.35)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장 높은 업무과정별 스트 스는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

모두 ‘심사 종료 후 보험 이 일부지 는 부지 됨을 안내할 때’항

목으로 각각 8.03 (±1.45),7.59 (±2.48)이었다.

가장 낮은 업무과정별 스트 스는 간호사 심사자는 ‘보험 지 여부

결정을 해 의무기록을 분석할 때’(3.63±1.84)이며,비간호사 심사자는

‘청구건에 한 쟁 을 악할 때’(3.59±2.22)로 항목 간 차이를 보 다

<Table7>.

(2)업무분야별 스트 스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업무분야별 스트 스는 각각 6.12

(±1.80)과 5.53 (±2.33)이었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

러나 업무분야별 스트 스의 세부항목 분석 결과 간호사 심사자는 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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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심사자에 비해 ‘장해(장해 원인 사실,장해정도 확인)건을 처리

할 때’(p=.008)와 ‘사망(재해사망 사고사실,질병사망 병력 확인)건을 처

리할 때’(p=.004) 높은 스트 스를 보 으며,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높은 업무분야별 스트 스는 간호사 심사자(7.84±1.65)와 비간호

사 심사자(6.23±2.68)두 군 모두 ‘사망(재해사망 사고사실,질병사망 병

력 확인)건을 처리할 때 다.가장 낮은 업무분야별 스트 스는 간호사

심사자는 ‘입원(입원사유 병력 확인, 수술내용) 건을 처리할

때’(4.56±2.17)이었고,비간호사 심사자는 ‘“계약 알릴의무”와 련하여

병력확인 건을 처리할 때’(4.75±2.07)가장 낮은 스트 스를 보 다

<Table7>.

(3)심리 부담감

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 스트 스는 6.92 (±1.65)이었으며,비

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 스트 스는 6.32 (±2.33)으로 두 군 간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러나 세부항목에서 두 군 간의 심리 부담

감을 비교한 결과,‘민원성향 고객을 응 할 때’ 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 스트 스(9.16±1.08)가 비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 스트

스(8.18±2.09)보다 더욱 높았으며,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19)<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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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Items

Mean±SD t-test

Claim

adjuster
(Nurse)

Claim

adjuster
(Non-Nurse)

｜t｜ p

Work

Process

When Ishould meettheinsured to

geta letterofattorney,a consent

form,and a beneficiary confirmation

letters.

4.48±2.49(4) 4.34±2.29(4) 0.257 .798

WhenIshouldunderstand insurance

claim issues.
3.91±1.59(5) 3.59±2.22(6) 0.684 .496

WhenIshouldmeetwithadoctoror

hospitalstaffstodicussanissueor

togettreatmentdetails.

5.84±2.07(2) 5.48±2.23(2) 0.713 .478

When I should analyze medical

records to decide whether to

compensate.

3.63±1.84(6) 4.09±2.46(5) 0.705 .483

when I should inform the insured

aboutpartialpaymentornothing to

payafterscreening.

8.03±1.45(1) 7.59±2.48(1) 0.898 .372

When Imakeareportofscreening

contents.
5.39±2.06(3) 4.36±2.43(3) 1.412 .060

Total(Range0~10) 5.21±1.92 4.91±2.35 0.841 .402

Work

Field

When I should deal with

hospitalizationofinsurancemoney.
4.56±2.17(5) 5.30±2.19(4) 1.444 .153

When Ishould dealwith disability

benefit.
7.16±1.55(2) 5.86±2.31(2) 2.748 .008

When I should deal with death

benefit.
7.84±1.65(1) 6.23±2.68(1) 3.016 .004

WhenIshoulddealwithdiagnosisof

insurancemoney.
5.94±1.78(3) 5.50±2.38(3) 0.877 .383

WhenIshouldcheckmedicalhistory

relatedtodutyofdeclaration
5.09±1.86(4) 4.75±2.07(5) 0.746 .458

Total(Range0~10) 6.12±1.80 5.53±2.33 1.615 .113

Psychological

Burden

WhenIshouldfinishworkassoonas

possibletoshortenprocessingdate.
6.06±1.90(3) 6.18±2.58(3) 0.221 .825

When I should take on increased

workload.
8.13±1.26(2) 7.64±2.28(2) 1.169 .246

When Ireceive customerlooks like

filingacivilcomplaint.
9.16±1.08(1) 8.18±2.09(1) 2.407 .019

When Icome into conflictwith a

staffinotherfields.
5.72±2.23(4) 4.912.28(4) 1.542 .127

WhenIshouldmakeaspecificreport. 5.53±1.78(5) 4.682.58(5) 1.606 .113

Total(Range0~10) 6.92±1.65 6.32±2.33 1.693 .096

Table 7. Comparision of Claim-related stress between Nurse and

Non-Nurse.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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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무 특성에 따른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1)업무과정별 스트 스

근무 특성에 따른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업무과정별 스

트 스를 분석한 결과,지 심사 경력,직 ,입사동기,입사 근무경

력,월평균 여와 여 만족,1일 평균 근무시간 주당 야근 횟수,그

리고 지 심사에 한 직무만족에 따른 업무과정별 스트 스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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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Claim-relatedStress(WorkProcess)

Claim adjuster(Nurse)(N=32) Claim adjuster(Non-Nurse)(N=44)

N(%) Mean±SD t/F p Scheffe N(%) Mean±SD t/F p Scheffe

Total work

experience

(years)

＜1

1~5

5~10

≥10

8(10.7)

34(45.3)

19(25.3)

14(18.7)

3(9.7)

15(48.4)

8(25.8)

5(16.1)

4.28±1.10

5.44±1.51

5.29±1.25

5.33±0.98

0.739 .558

5(11.4)

19(43.2)

11(25.0)

9(20.5)

6.00±1.14

4.65±1.57

4.86±1.74

4.90±2.29

1.497 .504

Position

Staff

AssistantManager

Manager

DeputyGeneralMannager

16(21.3)

25(33.3)

30(40.0)

4(5.3)

4(12.9)

12(38.7)

14(45.2)

1(3.2)

5.00±1.41

5.42±1.69

5.31±1.00

4.17±1.00

- .106

12(27.3)

13(29.5)

16(36.4)

3(6.8)

4.61±2.15

5.03±1.08

5.09±2.03

4.61±0.19

0.745 .885

Motivefor

currentjob

application

Claim issuitablejobforme.

Claim ishelpfulfor
self-development.

Iappliedbychance

Previouscareerwashardfor
me.

8(10.7)

7(9.3)

53(70.7)

7(9.3)

2(6.5)

3(9.7)

19(61.3)

7(22.6)

4.67±0.00

4.83±1.50

5.49±1.01

5.04±1.33

- .711

6(13.6)

4(9.1)

34(77.3)

0(0.0)

3.92±1.68

5.63±1.20

5.00±1.76

4.91±1.73

1.630 .258

Previous

workexperience

(years)

＜1

1~5

5~10

≥10

23(30.3)

9(13.1)

21(27.7)

22(28.8)

1(3.1)

4(12.5)

15(46.9)

12(37.5)

3.50±0.00

3.91±0.78

5.24±0.98

5.76±1.58

- .652

21(48.8)

6(14.0)

6(14.0)

10(24.3)

4.60±1.80

5.11±1.09

4.31±2.10

5.28±0.72

0.940 .561

Income

Monthly

average

income

(*10⁴

won)

200~249

250~299

300~349

≥350

29(38.6)

17(22.7)

17(22.7)

12(16.0)

13(41.9)

10(32.3)

4(12.9)

4(12.9)

5.13±1.65

5.58±1.13

5.37±0.99

4.87±1.11

0.402 .798

16(36.4)

7(15.9)

13(29.5)

8(18.2)

4.94±1.83

4.90±1.43

4.81±1.47

5.02±2.39

0.024 .994

Levelof

Satisfac-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2(2.7)

24(32.0)

1(3.2)

13(41.9)

5.83±0.00

5.83±1.40
- .210

1(2.3)

11(25.0)

6.50±0.00

4.45±2.72
- .782

Table8.Claim-relatedStress(WorkProcess)accordingtotheworkcharacteristicsbetweenNurseandNon-nurse.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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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Moderate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38(50.7)

10(13.3)

1(1.3)

14(45.2)

3(9.7)

0(0.0)

4.79±1.16

4.89±1.40

-

24(54.5)

7(15.9)

1(2.3)

5.07±1.06

4.83±1.98

4.83±0.00

Working

time

Working

hours

(/day)

8~9a

10~11b

≥12c

49(66.2)

18(24.3)

7(9.5)

27(87.1)

4(12.9)

0(0.0)

5.16±1.31

6.00±1.38

-

1.285 .247

23(53.5)

13(30.2)

7(16.3)

4.50±1.93

5.85±1.08

4.86±1.42

3.837 .072

Overtime

(times/we

ek)

0

1~2

3~4

5

11(16.7)

39(59.1)

7(10.6)

9(13.6)

8(29.6)

17(63.0)

0(0.0)

2(7.4)

5.47±1.21

5.23±1.55

-

5.30±1.41

0.076 .926

3(7.7)

22(56.4)

7(17.9)

7(17.9)

4.44±2.11

4.63±1.58

5.69±1.47

6.19±1.78

1.674 .118

Levelof

JobSatisfaction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2(2.7)

8(10.7)

46(61.3)

17(22.7)

2(2.7)

0(0.0)

0(0.0)

24(77.4)

7(22.6)

0(0.0)

-

-

5.24±1.39

5.38±1.15

-

0.071 .813

2(4.5)

8(18.2)

22(50.0)

10(22.7)

2(4.5)

5.67±0.00

5.60±2.03

4.97±1.31

3.93±2.30

5.58±1.06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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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무분야별 스트 스

근무 특성에 따른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업무분야별 스

트 스를 분석한 결과,간호사 심사자의 업무 분야별 스트 스는 지 심

사 경력,직 ,입사동기,입사 근무경력,월평균 여와 여 만족도,

1일 평균 근무시간 주당 야근 횟수,지 심사에 한 직무만족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9>.  

비간호사 심사자의 근무특성에 따른 업무분야별 스트 스는 야근횟수

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24),Scheffe사후검정 결과,

업무분야별 스트 스는 주 5회 야근하는 군이(7.43±1.53)주 1~2회 야근

하는 군 보다(5.19±1.52)높았다<Tab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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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Claim-relatedStress(WorkField)

Claim adjuster(Nurse)(N=32) Claim adjuster(Non-Nurse)(N=44)

N(%) Mean±SD t/F p Scheffe N(%) Mean±SD t/F p Scheffe

Totalwork

experience

(years)

＜1

1~5

5~10

≥10

8(10.7)

34(45.3)

19(25.3)

14(18.7)

3(9.7)

15(48.4)

8(25.8)

5(16.1)

6.00±0.53

6.50±1.40

6.03±1.04

5.28±1.03

1.295 .286

5(11.4)

19(43.2)

11(25.0)

9(20.5)

6.56±0.43

5.72±1.78

5.04±1.77

5.16±2.26

3.584 .397

Position

Staff

AssistantManager

Manager

DeputyGeneralMannager

16(21.3)

25(33.3)

30(40.0)

4(5.3)

4(12.9)

12(38.7)

14(45.2)

1(3.2)

6.35±0.41

6.22±1.62

6.10±1.04

4.80±0.00

- .736

12(27.3)

13(29.5)

16(36.4)

3(6.8)

5.83±1.88

5.46±1.63

5.51±2.03

4.67±1.50

0.382 .802

Motivefor

currentjob

application

Claim issuitablejobforme.

Claim ishelpfulfor
self-development.

Iappliedbychance

Previouscareerwashardfor
me.

8(10.7)

7(9.3)

53(70.7)

7(9.3)

2(6.5)

3(9.7)

19(61.3)

7(22.6)

4.90±1.27

5.53±1.10

6.38±1.20

6.09±1.31

0.868 .337

6(13.6)

4(9.1)

34(77.3)

0(0.0)

4.60±1.89

5.70±1.99

5.67±1.78

5.53±1.81

0.761 .410

Previous

workexperience

(years)

＜1

1~5

5~10

≥10

23(30.3)

9(13.1)

21(27.7)

22(28.8)

1(3.1)

4(12.5)

15(46.9)

12(37.5)

5.60±0.00

5.65±0.81

6.03±1.23

6.43±1.36

- .667

21(48.8)

6(14.0)

6(14.0)

10(24.3)

5.62±1.85

5.60±1.33

4.00±1.69

5.76±1.24

1.612 .171

Income

Monthly

average

income

(*10⁴

won)

200~249

250~299

300~349

≥350

29(38.6)

17(22.7)

17(22.7)

12(16.0)

13(41.9)

10(32.3)

4(12.9)

4(12.9)

6.40±1.42

6.22±1.10

5.60±1.14

5.60±1.04

0.687 .563

16(36.4)

7(15.9)

13(29.5)

8(18.2)

5.93±1.62

5.71±1.70

4.85±1.67

5.68±2.41

0.999 .444

Levelof

Satisfac-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2(2.7)

24(32.0)

1(3.2)

13(41.9)

6.00±0.00

6.57±1.28
- .226

1(2.3)

11(25.0)

9.00±0.00

4.89±2.27
- .243

Table9.Claim-relatedStress(WorkField)according totheworkcharacteristicsbetweenNurseandNon-nurse.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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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Moderate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38(50.7)

10(13.3)

1(1.3)

14(45.2)

3(9.7)

0(0.0)

5.76±1.12

5.60±1.22

-

24(54.5)

7(15.9)

1(2.3)

5.68±1.49

5.40±1.80

6.40±0.00

Working

time

Working

hours

(/day)

8~9a

10~11b

≥12c

49(66.2)

18(24.3)

7(9.5)

27(87.1)

4(12.9)

0(0.0)

6.03±1.28

6.85±0.58

-

4.504 .221

23(53.5)

13(30.2)

7(16.3)

4.97±1.98

6.19±0.71

6.40±2.07

3.475 .060

Overtime

(times/we

ek)

0

1~2

3~4

5

11(16.7)

39(59.1)

7(10.6)

9(13.6)

8(29.6)

17(63.0)

0(0.0)

2(7.4)

6.20±1.19

6.19±1.37

-

6.60±0.57

6.317 .912

3(7.7)

22(56.4)

7(17.9)

7(17.9)

5.13±2.81

5.19±1.52

5.97±1.49

7.43±1.53

3.22 .024

d>b

Levelof

JobSatisfaction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2(2.7)

8(10.7)

46(61.3)

17(22.7)

2(2.7)

0(0.0)

0(0.0)

24(77.4)

7(22.6)

0(0.0)

-

-

6.13±1.25

6.14±1.28

-

0.000 .986

2(4.5)

8(18.2)

22(50.0)

10(22.7)

2(4.5)

6.00±0.00

6.50±2.10

5.35±1.53

4.98±2.30

5.90±0.71

- .466

Overtime(times/week).a:0,b:1~2,c:3~4,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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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리 부담감

근무 특성에 따른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

을 분석한 결과,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 스트 스는 지 심사

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7).Scheffe사후검정시

근무경력에 따른 심리 부담감은 10년 이상 근무자가(7.60 ±0.35)1년

미만 근무자(5.53 ±0.31)보다 높았다<Table10>.  

비간호사 심사자의 근무 특성에 따른 심리 부담감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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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Claim-relatedStress(PsychologicalBurden)

Claim adjuster(Nurse)(N=32) Claim adjuster(Non-Nurse)(N=44)

N(%) Mean±SD t/F p Scheffe N(%) Mean±SD t/F p Scheffe

Totalwork

experience

(years)

＜1

1~5

5~10

≥10

8(10.7)

34(45.3)

19(25.3)

14(18.7)

3(9.7)

15(48.4)

8(25.8)

5(16.1)

5.53±0.31

6.87±1.09

7.13±0.76

7.60±0.35

23.570 .027

d>a

5(11.4)

19(43.2)

11(25.0)

9(20.5)

6.80±0.82

6.02±1.60

6.42±2.08

6.56±2.48

0.704 .805

Position

Staff

AssistantManager

Manager

DeputyGeneralMannager

16(21.3)

25(33.3)

30(40.0)

4(5.3)

4(12.9)

12(38.7)

14(45.2)

1(3.2)

6.85±1.24

6.70±1.09

7.10±0.91

7.40±0.00

- .751

12(27.3)

13(29.5)

16(36.4)

3(6.8)

6.10±1.85

6.52±1.46

6.32±2.29

6.27±0.81

0.130 .957

Motivefor

currentjob

application

Claim issuitablejobfor
me.

Claim ishelpfulfor
self-development.

Iappliedbychance

Previouscareerwashard
forme.

8(10.7)

7(9.3)

53(70.7)

7(9.3)

2(6.5)

3(9.7)

19(61.3)

7(22.6)

7.40±0.00

6.47±0.50

6.97±1.12

6.86±0.96

- .782

6(13.6)

4(9.1)

34(77.3)

0(0.0)

5.20±1.71

6.35±1.25

6.51±1.88

6.32±1.83

1.335 .226

Previous

workexperience

(years)

＜1

1~5

5~10

≥10

23(30.3)

9(13.1)

21(27.7)

22(28.8)

1(3.1)

4(12.5)

15(46.9)

12(37.5)

6.80±0.00

6.20±1.00

7.07±0.90

6.98±0.98

- .484

21(48.8)

6(14.0)

6(14.0)

10(24.3)

6.12±0.98

6.63±0.72

6.17±3.00

6.26±0.57

0.444 .944

Income

Monthly

average

income

(*10⁴won)

200~249

250~299

300~349

≥350

29(38.6)

17(22.7)

17(22.7)

12(16.0)

13(41.9)

10(32.3)

4(12.9)

4(12.9)

6.71±1.10

7.04±1.01

7.00±1.14

7.25±0.99

0.477 .772

16(36.4)

7(15.9)

13(29.5)

8(18.2)

6.29±1.52

6.89±1.87

6.20±1.85

6.03±2.50

0.239 .842

Levelof Verydissatisfied 2(2.7) 1(3.2) 8.20±0.00 - .503 1(2.3) 9.60±0.00 - .372

Table10.Claim-related Stress(PsychologicalBurden)according tothework characteristicsbetween Nurseand

Non-nurse.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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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

tion

Dissatisfied

Moderate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24(32.0)

38(50.7)

10(13.3)

1(1.3)

13(41.9)

14(45.2)

3(9.7)

0(0.0)

7.06±1.06

6.74±0.96

6.73±0.95

-

11(25.0)

24(54.5)

7(15.9)

1(2.3)

5.85±2.34

6.43±1.44

6.09±2.14

7.20±0.00

Working

time

Working

hours

(/day)

8~9a

10~11b

≥12c

49(66.2)

18(24.3)

7(9.5)

27(87.1)

4(12.9)

0(0.0)

6.93±0.98

6.90±1.28

-

0.002 .962

23(53.5)

13(30.2)

7(16.3)

5.85±1.84

7.06±1.39

6.74±2.22

2.424 .135

Overtime

(times/wee

k)

0

1~2

3~4

5

11(16.7)

39(59.1)

7(10.6)

9(13.6)

8(29.6)

17(63.0)

0(0.0)

2(7.4)

7.05±0.84

6.92±1.14

6.80±1.41

0.055 .940

3(7.7)

22(56.4)

7(17.9)

7(17.9)

4.73±2.19

6.13±1.75

7.26±1.50

7.60±1.56

2.252 .052

Levelof

JobSatisfaction

Very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lysatisfied

Mostlysatisfied

Verysatisfied

2(2.7)

8(10.7)

46(61.3)

17(22.7)

2(2.7)

0(0.0)

0(0.0)

24(77.4)

7(22.6)

0(0.0)

-

-

6.97±1.02

6.77±0.98

-

0.213 .656

2(4.5)

8(18.2)

22(50.0)

10(22.7)

2(4.5)

6.60±0.00

7.33±1.63

6.55±1.77

4.90±1.92

6.60±0.85

- .056

Totalworkexperience.a:＜1year,b:1~5years,c:5~10years,d:≥10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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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향요인

(1)업무과정별 스트 스

심사업무 특성 업무과정별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

다.일반 특성과 근무특성 항목들과의 Pearson상 계 분석 결과

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r=.268,p=.010)과 이

근무경력(r=.263,p=.023)을 포함하고 성별과 간호사 면허 유무를 독

립변수에 추가하 다.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variable)처리하 다.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향요인은 나타나지 않았

다.

(2)업무분야별 스트 스

심사업무 특성 업무분야별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

다.일반 특성과 근무특성 항목들과의 Pearson상 계 분석 결과

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던 학력(r=-.235,p=.041),심사경력

(r=-.245,p=.034),야근횟수(r=-.264,p=.032)를 독립변수로 하고,성별,

연령,간호사 면허 유무를 독립변수에 추가하 다.명목변수는 가변수

(dummyvariable)처리하 다.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무

분야별 스트 스 향요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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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Age(years) .113 .921 .360

Gender -.249 -1.754 .084

Jobsatisfaction -.592 .238 -.279 -2.491 .015

PresenceofRNlicense .-.711 .352 -.226 -2.091 .047

R²=.113 AdjustedR²=.089 F=4.596 p=.013

Table11.ResultofStepwiseMultipleLinearRegression

(N=76)  

(3)심리 부담감

심사업무 특성 심리 부담감에 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 다.

일반 특성과 근무특성 항목들과의 Pearson상 계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무만족(r=-.251,p=.015)을 독

립변수로 하고,성별,연령,간호사 면허 유무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단

계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variable)

처리하 다.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β=-.279,

p=.015),간호사면허 유무(β=-.226,p=.047)가 심리 부담감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F=4.596

p=.013),모형의 설명력은 8.9% 다.

B :unstandardizedcoefficients,SE :standarderrors,β :standardizedcoefficients,t:t–

value,p: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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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논의

본 연구는 일개 생명보험사의 지 심사를 담당하는 간호사 심사자의

직무 련 스트 스를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 련 스트 스와 비교하

여 악해보고,직무 련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해 시행되었다.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심사자의 직무스트 스와 향요인

본 연구 결과 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 수는 48.60 ,비간호

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 수는 48.26 이었다.본 연구 결과는 동일한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KOSS-SF)를 이용해 서비스업 종사 직장 여성의

스트 스를 조사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이 주와 정혜선,2014).이

는 아마도 업무처리 과정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응 해야 하는 경우

가 많은 에서 서비스업 종사자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지 심사가 고객을 상 하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므로 연구직, 는

보건 리자와 같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스트 스가 높을 수 있다(김기

웅,박진우와 송세욱,2012;박혜주,김윤 ,박기 ,이시우와 유종향,

2014). 한 본 연구 결과는 동일한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KOSS-SF)

를 이용하여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스트 스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김

경아,2014;김의숙,2012)보다 직무스트 스가 높았다.이는 외부에서 고

객을 직 면하고 많은 민원과 업무량을 담당하는 장근로자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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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비해 비교 높은 수 의 직무스트 스를 받고 있다고 한 이

(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직무스트 스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

트 스는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항목에서 비간호사 심사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이는

아마도 간호사 면허 유무에 따른 직무스트 스에 기인할 수 있다.추가

분석 결과 여성 심사자간에 간호사 면허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

었었다.반면 남성(3.19±0.55)이 여성(2.95±0.41)보다 이 문항에 해 높

은 스트 스를 지각하고 있어(p=.045),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성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간호사 심

사자의 경우 모두 여성인 것에 반해 비간호사 심사자는 남성이 61.4%

고 나머지 38.6%가 여성이었다.조직 구조 내에서 여성은 인간 계 지향

이고 남성은 일 성취 심 이므로 인 계를 심으로 한 스트 스

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트 스가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

할 수 있다(홍경자 등,2002;Evans& Steptoe,2002). 한 의 항목이

간호사,비간호사 심사자 모두 다른 항목들보다 높은 직무스트 스를 보

인 결과는 선행연구(김기웅,박진우와 송세욱,2012)결과와 유사하다.이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스트 스가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

할 수 있다.첫째,심사업무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심사업무는 워

크보다는 개인 업무이기 때문이다.둘째,심사자 개인이 처리한 건이 개

개인의 업무평가에 반 되기 때문인 것과 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근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 스는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

호사 심사사 간에 차이가 있었다.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근무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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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직무스트 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사 심사자의 근무 특성이 매우 균등한 것에 그 이유가 있을 수 있

다.간호사 심사자는 월 평균 수입이 200~300만원인 경우가 부분

(74.2%)이며,1일 평균 8~9시간 근무(83.9%)와 주 1~2회 야근(55.6%)이

다수 다.반면 비간호사 심사자는 근무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의

차이가 있었다.이는 비간호사 심사자는 간호사 심사자와 달리 근무 특

성이 매우 다양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특히 비간호사 심사자의 근무특

성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7.7%이고,12시간 이상

근무자가 16.3%이며,주 5회 야근하는 근무자가 15.4% 포함되어 있었다.

다 회귀분석 결과,지 심사자의 성별은 직무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 하나로 나타났다.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상민,

2012;김기웅,박진우와 송세욱,2012;최은석,박기수,강윤식,홍 용,박

만철,김보경과 이경우,2009).추가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업무

요구와 련하여 많은 업무량(p=.021)과 업무다기능 수행(p=.013)에 한

직무스트 스가 높았으며 김상민(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좀 더 많은 업무와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따라서 면 한 직무분석을 통해 과도한 업무부담

을 느끼는 직무에 한 한 분배가 필요할 것이며,남녀 차별없이 일

을 주는 것이 남성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스트 스를 낮추는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상민,2012).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상

부 과 련하여 능력개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 한 스트 스가

더 높았다(p=.003)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잠재능력을 과소평가 받으며

업무성과에 해 평가를 받을 때도 남성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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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자신의 업 에 한 존 ,내 동기와 같은 비 보상

등에 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스트 스가 높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유사하다(김상민,2012).따라서 남녀 구분 없이 업무에 한 객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업무성과에 한 보상 외에도 사내방

송 등을 통한 공표로 존 ,내 동기와 같은 비 보상 등에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상민,2012;박정아,2012).

마지막으로 업무 환경과 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성 인 차이로 인한

불이익에 한 스트 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009),이는 아

마도 남성 주의 조직 환경으로 인해 여성의 스트 스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오성은,2005).이를 해결하기 해서 업무에 한 객

인 평가로 남녀 구분없이 승진의 기회나 공평한 보상체계를 용하고,

업무 성과에 한 존 ,내 동기와 같은 비 보상체계를 개발함으

로써 남녀 차별 직장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김상민,2012).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은 직무만족이었다.직

무스트 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직무

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박순주,2001;정은경,2001;최순희,이은정과 박민정,2003),

직무 스트 스와 직무 만족의 원인 결과 계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규명하기 어려우나 본 연구 결과는 직무 만족이 낮을 때 직무스트 스가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하여 갖는 정

서 반응으로 다른 태도와 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며(Shoemaker,

2000),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성과를 높인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

(Lageson,2001)에 비추어볼 때 직무스트 스는 이고 직무만족은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최순희,이은주와 박민정,2003).직무스트 스를 이

거나 직무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주기 인 직무스트 스 측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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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악 처 노력이 필요하고,합리 인 인사행정을 통해 개개인

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종희,조 숙,2013). 

2.심사자의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와 향요인

본 연구에서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는 업무과정별 스트 스,업무분

야별 스트 스,그리고 심리 부담감,총 3 역으로 나 어 조사하

다.본 연구 결과 간호사 심사자가 비간호사 심사자보다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치 못한 결과이다.기

본 인 의학지식이 있는 간호사 심사자의 경우 비간호사 심사자에 비해

더 낮은 스트 스를 지각하고 있을 것으로 기 하 기 때문이다.선행

연구에서 지 심사자의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 으로 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3 역의 세부 항목별 스트 스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 간의 스트 스는 부분

인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업무분야별 스트 스 세부 항목 장해와 사망 건을 처

리할 때 간호사 심사자가 비간호사 심사자보다 높은 스트 스를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가분석 결과,이 항목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나,여성 심사자를 간호사 면허 유무에 따라 비교해보았을

때,장해 건(t=5.762,p=.011)과 사망 건(t=4.516,p=.017)모두 간호사 심

사자의 스트 스가 비간호사 심사자의 스트 스보다 높게 나타났다.이

는 업무 분야별 특징에 기인할 수 있다.

첫째,장해 건 처리의 경우 보험 지 액이 크며 피보험자 외에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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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와 같은 제 3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장해율

단시 의사의 주 견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따라서 보험사고

에 한 사실확인 과정이나 보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간호사 심사자가 더 높은 스트 스가 나타날 수 있다.둘째,사망 건은

사망사실 확인을 해 유가족 동행 하에 병원방문을 해야하고 병원확인

외에도 경찰서 방문 등 사망 원인 과정 확인을 한 추가 인 차들

로 인해 간호사 심사자가 더 높은 스트 스가 나타날 수 있다.다시 말

해서,장해나 사망 건의 경우 지 될 보험 이 산정되기까지 독립손해사

정사나 진단 의사, 는 피보험자와 심사 내용 결과에 해 마찰,

립 갈등상황을 겪어야 할 때가 많고, 체 인 업무 처리과정 의학상

식이나 배경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상 으로 을 수 있다.따라서 임

상이나 이와 비슷한 환경에 응된 간호사 심사자는 이 과 다른 업무환

경 업무내용으로 인해 상 으로 높은 스트 스가 나타났을 가능성

이 있다.

심리 부담감 세부 항목 ‘민원성향 고객을 응 할 때‘항목이 간

호사 심사자의 경우 비간호사 심사자보다 심리 부담감이 높았다.추가

분석 결과 이는 여성 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9.16±1.08)이 여성

비간호사 심사자의 심리 부담감(7.53±2.38)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t=7.182,p=.002).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 간

에 심리 부담감의 차이만 나타나 구체 인 이유나 원인에 해 악하

기 어려우므로 추가 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 심사자의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역 직무만족과 간호사면허 유무가 심리 부담감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이 낮을수록,간호가 면허가 있는 경우 심리

부담감이 높았다.간호사 면허 유무에 따른 차이를 인지하고 심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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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감 해소를 한 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 심사자의 심리 부담

감 리를 한 효율 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연구의 의의 제한

본 연구결과의 의의는 보험회사의 지 심사를 담당하는 간호사 심사자

비간호사 심사자를 상으로 직무스트 스를 살펴본 연구가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 다는 에서 학술 ,실무 으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직무스트 스에 하여 설문지를 이용

한 심리 변인만 측정되어 응답자들이 스트 스를 받았을 때 신체 으

로 나타나는 증상,반응의 측정 등은 조사 연구가 되지 않았으므로

객 인 직무스트 스 측정에 한계가 있다.

둘째,본 연구자가 임의 선정한 일개 보험회사의 지 심사업무에 종사

하는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 상자가

체 76명으로 표본수가 은 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를 체집단에 일

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측정도구를 개발하 으나 포함되지 않

은 항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한 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의 주요 업무 내용에

한 심도 있는 조사가 되지 않은 한 두 군의 스트 스를 비교하는데

제한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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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본 연구는 보험회사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간 직무 련 스

트 스 정도를 확인하고 차이를 비교하며,직무 련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연구 도구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 단축형(KOSS-SF)과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서

울,경기 기타지역 지 심사자 편의 표출하 으며, 2015년 1월10

일부터 2015년 4월9일까지 총 76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 세부항목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

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항목에서 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는 비간호사 심사자의 직무스트 스보다 낮았으

며,직무스트 스 향요인은 성별과 직무만족이었다.심사업무 특성 스

트 스에서 간호사 심사자는 장해 건과 사망 건 처리 시 비간호사 심사

자보다 높은 스트 스를 지각하고 있으며,민원성향 고객을 응 할 때

비간호사 심사자보다 높은 심리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심사업무

특성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과 간호사면허 유무

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가 지각하는 직무

련 스트 스는 차이가 있으므로 효율 인 스트 스 리를 해서 간호

사 심사자와 비간호사 심사자 간의 차이를 고려한 효과 인 스트 스 감



54

소 재 개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5

참고문헌

김경아.(2014).일개 공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향.(국내석사학 논문),가톨릭 학교 보건 학원,서울.

김기웅,박진우,& 송세욱.(2012).화학제품 제조업 보건 리자의 직무

스트 스.Korean JournalofOccupationalHealth Nursing,

21(3),192-200.

김남신.(1992).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 스요인과 응 방법에 한 연

구.(국내석사학 논문),경희 행정 학원,서울.

김 환. (2014).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향. Korean

InsuranceAcademicSociety,98,61-90.

김 환, & 이 주. (2013).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 분석. Korean

InsuranceAcademicSociety,96,25-50.

김상민.(2012).직무스트 스 향요인에 한 연구-KEPCO 구성원의

직무스트 스 분석.(국내석사학 논문),서울 학교 행정 학원,

서울.

김순례,& 이정희.(2000).일부 산업장 근로자들의 직무스트 스 분석.

KoreanJournalofOccupationalHealthNursing,9(2),110-120.

김은주,& 임지 .(2010).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와 음주,흡연 행

태에 한 연구,JournalofEast-WestNursingResearch,16(1),

61-69.

김의숙.(2012).공기업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국내석사학 논문),가톨릭 학교 보건 학원,서울.

김정임,김순례,& 이진화.(2013).콜센터 근로자의 직무 스트 스 수



56

에 따른 인지 처 략.Korean JournalofOccupationalHealth

Nursing.22(3),257-265.

김종희,조 숙.(2013).일부 학부속병원 외래간호사와 병동간호사의

업무 스트 스와 직무만족도 비교.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HealthNursing,22(2),83-92.

김재호.(2011).민간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수요의 도덕 해이

추정.KoreanInsuranceAcademicSociety,89,95-126.

박성훈.(1997).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인손해사정인제도의 문제 과 개

선방안에 한 연구.(국내석사학 논문), 구 사회개발 학원,

구.

박순주.(2001).손해보험사 심사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직무만족.Journal

ofKoreanacademyofnursingadministration,7(3),487-495.

박정아.(2012). 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탄력성과 직무스트 스원,

자아존 감,자기효능감 조직 내 사회 지지의 계.(국내석

사학 논문),서울 학교 학원,서울.

박정랑.(2006).보험심사간호사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국내석사학 논문),연세 학교 보건 학원,서울.

박혜주,김윤 ,박기 ,이시우,& 유종향.(2014).연구직의 직무 스트

스 요인에 따른 피로,삶의 질 계.Korean Journalof

OccupationalHealthNursing,23(3),171-179.

보험심사간호사회 (2009).보험심사간호사 자격 문과정.미간행물.

서양순.(2006).병원심사간호사와 손보사심사간호사의 직무만족도 비교.

(국내석사학 논문),인제 학교 학원,부산.

송병식,& 김성환.(2002).직무스트 스에 한 실증 연구.산경논집,

17,145-173.



57

신유근.(2011).경 학원론 :시스템 근.서울.다산출 사.74-81,

530-531.

오성은.(2005).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 스,직무만족,조직몰입의

계.(국내석사학 논문),서울 학교 학원,서울.

이 .(2014).LH 장근무자의 직무 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 조

직몰입에 미치는 향 연구.(국내석사학 논문),서울 학교 학

원,서울.

이미라.(2011).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 스와 우울과의 계.Korean

JournalofOccupationalHealthNursing,291(3),279-288.

이석범,& 이 종.(2008).우체국보험과 민 생보사의 보험 지 심사

체계 비교.우정정보74,3,63-85.

이윤정,& 정혜선.(2009). 매 유통업 종사 여성의 직무스트 스와

련요인 분석.KoreanJournalofOccupationalHealthNursing,

18(1),22-32.

이종목.(2008).직무스트 스의 이해와 리 략. 주 : 남 학교 출

부,81.

이 주,& 정혜선 (2014).서비스업 종사 직장여성의 직무 스트 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KoreanJournalofOccupational

HealthNursing,23(3),189-196.

장세진,고상백,강동묵,김성아,강명근,이철갑,정진주,조정진,손미아,

채창호,김정원,김정일,김형수,노상철,박재몀,우종민,김수,김

정연,하미나,박정선,이경용,김형렬,공정옥,김인아,김정수,박

호, 숙정,& 손동국.(2005).한국인 직무 스트 스 측정도구

의 개발 표 화.AnnalsofOccupationalandEnvironmental

Medicine,17(4),297-317.



58

정민정,& 탁진국 (2004).성별과 직 에 따른 직무스트 스원에서의 차

이 :서비스 종사자를 심으로.KoreanJournalofConsumer

andAdvertisingPsychology,9(3),729-741.

정은경.(2001).손해보험회사 심사간호사의 업무스트 스에 한 연구.

(국내석사학 논문),연세 학교 보건 학원,서울.

조규성.(2013).손해사정사제도의 효율 운 을 한 개선방안 고찰:

보험업법의 입법 개선안을 심으로.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BusinessTransactionsLaw,58,691-724.

조동란.(2006).근로자들의 직무스트 스 수 과 련요인 –한국형 직

무스트 스측정도구 단축형을 이용하여-.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HealthNursing,15(1),58-71.

최규학.(1991).손해사정인 제도의 정착방안에 한 소고.월간손해보험,

259,45.

최은석,박기수,강윤식,홍 용,박만철,김보경,& 이 경우.(2009).사업

장 보건 리자의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도가 조직애착에 미치

는 향.JournalofSociety occupationaland environmental

hygiene,19(3),250-260.

최임규,& 고명숙.(2003).생명보험계약심사간호사의 역할갈등에 따른

처방법에 한 연구.JournalofKoreanacademyofnursing

administration,9(4),615-624.

최순희,이은주,& 박민정.(2003).의료보험 심사간호사의 업무스트 스

와 직무만족도의 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ofNursing,10(3),354-360.

탁진국.(2002).직종에 따른 직무스트 스원과 직무스트 스에서의 차이.

KoreanJournalofConsumerandAdvertisingPsychology,7(1),



59

125-141.

홍경자,탁 란,강 숙,김 순,박호란,곽월희,김정은,& 최정례.

(2002). 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 스,직업만족도,건강:간호사와

교사그룹을 심으로.JournalofKoreanAcademyofNursing,

32(4),570-579.

보건복지부(2013).URLhttp://www.mw.go.kr.

생명보험 회(2012).URLhttp://www.klia.or.kr.

통계청(2011).URLwww.kostat.go.kr.

한국손해사정사회,http://www.kicaa.or.kr/

KCA손해사정(2014).URLhttps://www.kcasonsa.co.kr

Beehr,T.A.,& Gupta,N.(1979).A note on the structure of

employee withdrawal.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21,73-79.

B.K.Margolis,W.M.Kores.,& R.P.Quinn.(1974).Jobstress:An

UntestedOccupationalHazard.JournalofoccupationalMedicine,

659-661.

Carbone,& EricG.(2001).Jobsatisfaction,occupationalstress,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ir Force military training

instructors.MilitaryMedicine,166(9),800-802.

Cheng,Y.,GUO,Y.L.,& Yeh,W.Y..(2001).A nationalsurvey of

psychosocialjob stressors and their implications for health

among working people in Taiwan.InternationalArchives of

OccupationalandEnvironmentalHealth,74,495-504.



60

Chitra,T.,& Karunanidhi,S.(2013).Influenceofoccupationalstress,

resilience,andjobsatisfactiononpsychologicalwell-beingof

policewomen.Indian JournalofHealth and Wellbeing,4(4),

724-730.

Cooper,C.L.,& Marshall,J.(1976).Occupationalsourcesofstress:

A review oftheliteraturerelatingtocoronaryheartdiseaseand

mentalillhealth.JournalofOccupationalPsychology,49,11-28.

D.F.Paker,& T.A.DeCotiis.(1983),OranizationDeterminantsof

JobStress.OrganizationalBehavierandHumanPerformance,

32,3-4.

D.J.Hall,& R.Mansfield.(1971).Organizationaland Indiviual

responsetoexternalstress.AdministrativescienceQuarterly,

16,3-5.

Gary Blau.(1981).An empiricalinvestigation ofjob stress,social

support,servicelength,andjobstrain.OrganizationalBehavior

andHumanPerformance,27(2),279-302.

Gray-Toft,P.& Anderson,J.G.(1981).TheNursing StressScal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Journal of behavioral

assessment,3(1),11-23.

Ivancevich,J.M.& Matterson,M.T.(1980).StressandWork:A

ManagerialPerspective.Scott,Foresman.

Lageson,C.J.(2001).FirstLine Nurse Managerand Quality :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Role Funtions and Unit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61

Margolis,G.L.,& Kroes,W.H.,& Quinn,R.P.(1974).Jobstress:An

unlistedoccupationalhazard.Journalofoccupationalmedicine,

16,651-661.

McGrath,J.B.(1976).Stress and behavier in organizations.in

Dunnet,M.T.(ed).Handbookofindustrialandorganizational

psychology.Chicago:RandMeNallycollegepublishingcompany,

1351-1395.

MohammadMosadeghrad,& Ali.(2014).Occupationalstressandits

consequences:Implicationsforhealthpolicy andmanagement.

LeadershipinHealthServices,27(3),239-224.

Olga Evans, & Andrew Steptoe. (2002). The contribution of

gender-role orientation,work factors and home stressorsto

psychologicalwell-being and sicknessabsencein male- and

female-dominated occupational groups. Social Science &

Medicine,54(4),481–492.

RobertD Caplan,Sidney Cobb,John R P French Jr.,R.Van

Harrison,& S.R.PinneauJr.(1975).Jobdemandsandworker

health:Maineffectsandoccupationaldifferences.AnnArbor,

MI:Instituteforsocialresearchtheuniversityofmichigan.

Shoemaker,D,R.(2000).The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limateintheHospitalandRN satisfaction.MSNDissertation,

GrandVallyStateUniversity.

Yang Wang,Aaron Ramos,HuiWu,LiLiu,XiaoshiYang,Jiana

Wang,& LieWang.(2015).Relationshipbetweenoccupational

stressandburnoutamongChineseteachers:across-sectional



62

survey in Liaoning, China.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andEnvironmentalHealth,88(5),589-597.

XiruiLi,DanKan,LiLiu,MengShi,YangWang,XiaoshiYang,

JianaWang,LieWang,& HuiWu.(2015).TheMediating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StressandJobBurnoutamongBankEmployees

inChina.InternationalJournalofEnvironmentalResearchand

PublicHealth,12(3),2984-3001.

USDepartmentofLabor.(2009).http://www.bls.gov/ooh

 



63

부 록

A.연구 참여 설명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는 서울 학교 간호 학원 석사과정에서 학 논문을 비하고 있는 학

생입니다.본 연구는 보험 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직무스

트 스를 조사하기 한 연구입니다.

설문지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정도 소요되며,귀하가 원하지 않

으시면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도 에라도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

다.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도 에 탈락하는 것에 하여 어떠한 비용

이나 해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모든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되며 연구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원만이 알 수 있도록

기록 보 합니다. 한 연구 목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

을 것이며 연구가 종료되고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에 분쇄 폐기 처리될

것이므로 비 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답변해주신 자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정이오니 각 질문사항에 하여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정의 감사품을 드립니

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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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동 ]

본   연 에 한  충 히 들었 ,  연 에 참여할 것

 동 합니다. 본  로  연 에 참여함  알고 습니다.

         2014       월            :                 ( )

※ 본 연구는 서울 학교 간호 학 연구 상자 보호의 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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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다음 각 문항에 v표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일반 사항

1.연령

만( )세

2.성별

① 남( ) ② 여( )

3.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4.최종 학력

① 문 졸 ② 졸 ③ 학원 졸

5.간호사 면허

① 유( ) ② 무( )

6.흡연

① 유( ) -1일 흡연량 ( )갑

② 무( )

7.음주

① 유( ) -음주량 ( )회/주

② 무( )

8.운동

① 주 3회 이상 ( )

② 주 2회 이하 ( )

9.취미생활

① 유( ) ② 무( )

□ 근무 특성

1.지 심사업무 경력

① 0~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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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2.직책 는 직

① 사원 ② 리 ③ 과장 ④ 차장

3.입사 동기

① 보험심사 업무가 성에 맞아서

② 보험심사 업무가 본인의 발 에 도움이 되므로

③ 채용공고 등을 보고 우연한 기회에 입사 지원함

④ (간호사인 경우)병원 생활이 힘들어서

(비간호사인 경우)타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4.입사 근무경력

① 병원:( 년 개월)

② 회사:( 년 개월)

③ 없음

5.보수

5-1)월 평균 여는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이하 ② 201만원 이상~250만원 이하

③ 251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④ 301만원 이상~350만원 이하

⑤ 351만원 이상

5-2)본인의 월 여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

6.근무시간

6-1)하루 통상 인 근무 시간은?

① 8시간 미만 ②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③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④ 12시간 이상

6-2)주당 야근 횟수 ( )회/주

7. 재 담당하고 있는 지 심사 업무에 한 만족여부는?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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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문 내 용

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쫒기며 일한다. 1 2 3 4
2 업무량이 하게 증가하 다. 1 2 3 4
3 업무 수행 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1 2 3 4
4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한다. 1 2 3 4
5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1 2 3 4

6
내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높은 수 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1 2 3 4

7
작업시간,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2 3 4

8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 을 스스로 조 할

수 있다.
1 2 3 4

9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다. 1 2 3 4
10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다. 1 2 3 4

11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2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 2 3 4

13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상된다.

1 2 3 4

14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인사제도(승진,부서배

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 이다.
1 2 3 4

15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공간,시설,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16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

무 조가 잘 이루어진다.
1 2 3 4

17
일에 한 나의 생각을 반 할 수 있는 기회

와 통로가 있다.
1 2 3 4

18
나의 모든 노력과 업 을 고려할 때,나는 직

장에서 제 로 존 과 신임을 받고 있다.
1 2 3 4

□ 직무 련 스트 스

Ⅰ.스트 스(직무)에 한 질문입니다.가장 합한 수에 0표 해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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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모르고 일하게 된다.
1 2 3 4

20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다.
1 2 3 4

21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1 2 3 4

22
기 이나 일 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1 2 3 4

23 직장의 분 기가 권 이고 수직 이다. 1 2 3 4

24
남성,여성이라는 성 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

을 받는다.
1 2 3 4

Ⅱ.보험 지 심사 업무 지각하는 스트 스 정도를 아래의 숫자

에 0표 해주십시오.

1.보험 지 심사 업무 과정

1) 임장,동의서,수익자확인서 받기 해 피보험자 면담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2)청구건에 한 쟁 을 악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3)청구건 쟁 사항에 한 논의 피보험자 상태와 치료내용을

악하기 해 의사 는 병원 계자와 면담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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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 지 여부 결정을 해 의무기록을 분석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5)심사 종료 후 보험 이 일부지 는 부지 됨을 안내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6)심사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2.보험 지 심사 업무 분야

1)입원(입원사유 병력 확인,수술내용)건을 처리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2)장해(장해 원인 사실,장해정도 확인)건을 처리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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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망(재해사망 사고사실,질병사망 병력 확인)건을 처리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4)진단(약 상 해당여부에 따른 명확한 근거확보와 사실 확인)건을

처리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5)“계약 알릴의무”와 련하여 병력확인 건을 처리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3.보험 지 심사 업무 지각하는 심리 부담감

1)처리기일 단축을 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처리를 해야 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2)처리해야 할 심사량이 증가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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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원성향 고객을 응 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4)타분야 직원과의 마찰을 경험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5)명확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

낮다 높다

0----1----2----3----4----5----6----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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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relatedstressofClaim AdjustersinaLife

InsuranceCompany

Shin,Jungwook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hoi,Smi,PhD.,RN

Claim adjusters consistofNurse claim adjusters and Non-Nurse

claim adjusters,whoareputunderconsiderablestressbecauseof

havingalotofworkandbecauseofevaluating,investigating,and

determining the validity of insurance claims.Job-related stress

between nurse claim adjusters and non-nurse claim adjusters is

different.But,thereareno comparativestudy on theJob-related

stressandit’saffectingfactorsofclaim adjustersyet.

This was a comparative study. The participants(n=76) were

selected from a life insurance company who work as a claim



73

adjuster.Thesurveywasconductedbyindividualinterviewsusing

questionnaires. Occupational stress was surveyed by using

questionnaires,KOSS-SF.Claim-relatedstresswassurveyedbytools

developedbytheauthor.DatawereanalyzedusingWindow SPSS

18.0program.Theresultofthisstudyareasofthefollowings:

1)Theaveragelevelofoccupationalstressofnurseclaim adjusters

was 2.46(±0.54),and the average levelofoccupationalstress of

non-nurseclaim adjusterswas2.45(±0.69).Therewasasignificant

differenceinlevelof‘Ihavesomeonewhounderstandsmydifficulties

at work’(p=.036) between nurse claim adjusters(2.91±0.47) and

non-nurseclaim adjusters(3.14±0.46).

2)Theaveragelevelofclaim-relatedstress(workprocess)ofnurse

claim adjusters was 5.21(±1.92), and the average level of

claim-relatedstress(workprocess)ofnon-nurseclaim adjusterswas

4.91(±2.35).Thenurseclaim adjusters’averagelevelofclaim-related

stress(workfield) was6.12(±1.80),andnon-nurseclaim adjusters’

averagelevelofclaim-relatedstress(workfield)was5.53(±2.33).The

meanclaim-relatedstress(psychologicalburden)scoreofnurseclaim

adjusters was 6.92(±1.65), and the mean claim-related

stress(psychologicalburden)scoreofnon-nurseclaim adjusterswas

6.32(±2.33).

3)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levelof‘WhenI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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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with disability benefit’(p=.008)and ‘When Ishould dealwith

death benefit’(p=.004) in claim-related stress(work field) between

nurseclaim adjustersandnon-nurseclaim adjusters.Therewasa

differenceinsubjects’levelof‘WhenIreceivecustomerlookslike

civilcomplaint’inclaim-relatedstress(psychologicalburden)according

topresenceofRNlicense.

4)Intheresultsofstepwisemultipleregression,influencingfactors

onjob-relatedstressareasfollows.Thelevelofoccupationalstress

was higherin subjects who were lowerjob satisfaction(β=-.457,

p<.001) and female(β=.256,p=.022).The explanatory power was

18.7%.Thelevelofclaim-relatedstress(psychologicalburden)was

higherinsubjectswhowerelowerjobsatisfaction(β=-.279,p=.015)

andhaveaRN license(β=-.226,p=.047).Theexplanatorypowerwas

8.9%.

Inconclusion,theresultofthepresentstudyindicatethatclaim

adjusters’job-relatedstresswasdifferentaccording topresenceof

RN license.Theresultsofthisstudysuggestthatthereisneededto

recognize differences of job-related stress for claim adjusters

depending on presence ofa RN license.And itis necessary to

establish andcarry outthejob-relatedstressmanagementsystem

consideringdifferencesbetweennurseclaim adjustersandnon-nurse

claim adjusters from the viewpoint of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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