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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job stress is rising as a social issue in all industries. So many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been trying to prevent the 
job stress. Recently, the job stress is the important cause which lead to WMSDs, depressive disorder, anxiety disorder and sleep 
disturbance. However, the cause of the job stress is very variety. So management is very diffic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roup of the job stress by Karasek model from workers in auto part manufacturing company. The survey was using 
Karasek job stress model and was administered to 181 workers of auto part manufacturing company. Job demand median and job 
decision median was in 30.0 and 50.0. From this study,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gender of workers according to the groups 
of job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2) The duration of working of workers according to the groups of job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3) The intensity of work of workers according to the groups of job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1).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to identify the group of job stress and improve personal coping ability, systematic 
measure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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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작업자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의 위

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직무스트레

스로 야기되는 건강장애로는 근골격계질환이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 뇌심혈관계질환뿐만 아

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 남용, 수면장애, 신경성 

두통 및 소화기 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발생

시키며, 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근무 불만족과 깊은 관

계가 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근무태만, 실
수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아지고, 결근율, 이직율이 

높아지게 되어 이로 인한 노동시간의 손실과 비용손실

이 많아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0년에 발표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직ㆍ간접비용은 약 13조원으로 추

정되며, 미국의 경우 스트레스성 질병에 따른 결근 및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는 손실은 연간 3,000억 달러에 

이르며, 그에 따른 비용은 종업원 1인당 연간 7,500달
러에 달한다고 한다3). 또한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 보고

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 질환은 모든 

작업 관련성 질환의 1/3을 차지하였고4), 장기 결근의 

두 번째 원인이며, 조기퇴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5).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은 많이 알려

져 있으나, 작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방

법론으로는 Karasek의 직무스트레스 모델(Job Strain 
Model)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6). 

직무스트레스 모델은 직무자율성(job decision)과 직

무요구도(job demand)를 두 축으로 4개의 집단으로 설

명되어지는데, 직무자율성이 높으면서 직무요구도가 

높은 집단을 능동적집단, 그와 반대인 집단을 수동적

집단, 직무자율성은 낮으나 직무요구도가 높은 집단을 

고긴장집단, 그 반대되는 집단을 저긴장집단으로 정의

하고 있다7). 이 모델에 근거하여 Karasek은 고긴장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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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세 집단 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

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음을 관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함으로써 현 작업자들

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고, 향후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설문 대상자는 경남 소재 모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로 Table 1과 같이 남자 134명과 

여자 47명으로 총 181명이다.
평균 연령은 46.7세, 평균 신장은 166.6cm, 평균 체

중은 63.9kg, 평균 직무기간은 17.1년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2. 연구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파악을 위한 설문과 전반적인 작업자 작

업현황, 작업환경 조사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한 작업

자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를 배포

하기 전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의 배경, 목적, 
조사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 
근속연수 등과 작업환경 및 작업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인지정도를 조사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도는 Karasek에 의해 제안

된 직무스트레스 모델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부분 그렇

Table 1. Number of subjects

Individuality Division Number of subjects

Sex
Male 134

Female 47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vi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ge(year) 46.7 7.8

Height(cm) 166.6 7.8

Weight(kg) 63.9 8.9

Duration of working(year) 17.1 7.6

다”, “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

으며, 각각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직무요구도와 직

무자율성을 산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 대상자를 Karasek 직무스트레스 

모델을 이용하여 4개의 집단(고긴장ㆍ능동적ㆍ저긴장

ㆍ수동적)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내용과 

직무스트레스 4개 집단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X2-test)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181명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집단 분류에서 중앙값에 걸

치는 인원들을 제외하였다. 또한, 좀 더 정확한 직무스

트레스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직무자율성의 중앙

값 50과 직무요구도 중앙값 30의 10% 값인 47.5~52.5
와 28.5~31.5 사이의 값에 해당하는 작업자 81명을 제

외한 남자 72명과 여자 28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집

단을 분류하였다.

3.1. 연구대상자의 직무요구도와 자율성

전체 181명의 연구대상자의 직무요구도 중앙값은 

30.0 직무자율성의 중앙값은 50.0으로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직무요구도의 중앙값 30.0과 직무자율성의 중앙값 

50.0을 기준으로 고긴장집단, 능동적집단, 저긴장집단, 
수동적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3.2. 성별과 직무스트레스 집단과의 관계

작업자 성별과 직무스트레스 집단과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Table 5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자”는 37.5%로

Table 3. Median of job demand and job decision for subjects

Division Median

Job demand 30.0

Job decision 50.0

Table 4. Average of job demand and job decision for each 
group

Division High-strain
group

Active
group

Low-strain
group

Passive
group

Job demand 36.5 36.8 24.1 14.5

Job decision 38.6 60.8 60.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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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 of job stress group and sex

Division High-strain
group

Active
group

Low-strain
group

Passive
group P-value

Male 18.1% 20.8% 37.5% 23.6%
0.033**

Female 46.4% 17.9% 21.4% 14.3%

저긴장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46.4%로 고긴장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

석 되었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의 각 집단과 작업자

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이
러한 결과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직무자율성이 낮

고 직무요구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원

인으로 판단된다.

3.3. 근무기간과 직무스트레스 집단과의 관계

근무기간과 직무스트레스 집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6에서 나타난 것처럼 근무기간이 “10년 미

만”인 작업자들은 저긴장집단에서 47.4%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고, “10년 이상~20년 미만” 작업자들은 

고긴장집단에서 45.2%, “20년 이상” 작업자들은 저긴

장집단 34.7%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그리고 

근무기간과 직무스트레스 집단과의 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3.4. 작업의 힘든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집단과의 관계

작업의 힘든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집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7에서 나타난 것처럼 “힘들다”에 

해당되는 작업자들은 고긴장집단에서 45.2%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보통”에 해당되는 작업자들

Table 6. Relation of job stress group and duration of working

Division High-strain
group

Active
group

Low-strain
group

Passive
group P-value

10 under 15.8% 5.2% 47.4% 31.6%

0.030**10 over~
20 under 45.2% 16.1% 22.6% 16.1%

20 over 18.4% 28.6% 34.7% 18.4%

Table 7. Relation of job stress group and intensity of work

Division High-strain
group

Active
group

Low-strain
group

Passive
group P-value

Non-hard 13.0% 0.0% 65.2% 21.7%

0.000**Normal 17.8% 20.0% 33.3% 28.9%

Hard 45.2% 35.5% 9.7% 9.7%

은 저긴장집단에서 33.3%, “힘들지 않다”에 해당되는 

작업자들은 저긴장집단에서 65.2%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작업의 힘든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집단

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4. 토의 및 결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181명 작업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집단 분류와 직무스트레스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전체 181명의 연구대상자의 직

무요구도 중앙값은 30.0, 직무자율성 중앙값은 50.0으
로 나타났다. 473명을 대상으로 한 A 자동차업체 연구

에서는 직무요구도 중앙값은 32.0, 직무자율성 중앙값

은 54.0으로 나타났고8), 1,341명을 대상으로 한 B 중공

업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도 중앙값은 31.4, 직무자율성 

중앙값은 55.5로 나타났다9). 
본 연구 대상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직무요구도

와 직무자율성은 자동차업종이나 중공업종에 비해 낮

게 나타났으며, Table 8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타 

업종 사업체의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직무스트레스 집단에 대해서 성별 수준을 비교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남자”는 

37.5%로 저긴장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
자”는 46.4%로 고긴장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직무자율성이 

낮고 직무요구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직무스트레스 집단에 대해서 근무기간을 비교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근무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 작업자들은 고긴장집단에서 

45.2%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기간이 길어 높은 숙련도를 가진 작업자들에게 높

은 직무요구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직무스트레스 집단에 대해서 작업의 힘든 정도 수준

Table 8. Comparison with other company for job demand and 
job decision

Division Median of job 
demand

Median of job 
decision

Result of this study 30.0 50.0

“A” Car company 32.0 54.0

“B” Heavy industry company 31.4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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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힘들다”에 해당되는 작업자들은 고긴장집단

에서 45.2%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직무스트레스와 작업자의 성별, 

근무기간, 작업의 힘든 정도는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

한 작업환경 요인과 관련이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

이다. 
200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긴 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의 

관리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작업자 개인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회사 조직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효과적인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

해서는 사업장의 적용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개

선 요인을 찾아내고 체계적인 접근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 중 공통요인이 

많고, 대처 방안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 통합적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무스

트레스의 해결방안도 개인적인 대처능력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인 대책마련과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

요하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13 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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