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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심혈관질환은 근로자 사망의 첫 번째 원인으로 알려져 왔고, 심혈

관질환에 대한 보상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 뇌졸중을 포

함한 심혈관질환은 한국의 산업재해 보상비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2],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직업 관련 사망 중 50.3%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1]. 특히,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은 대규

모 사업장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한국 생산직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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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는데[3], 그 이유는 소규모 산업장 근로자의 초과근무, 직

업과 관련된 신체적 과로, 직무 스트레스, 교대근무, 직업적 환경요

인의 영향, 사회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

키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4]. 또한 건강관리자가 상주하는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산업장에 비해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유해한 환경에 의해 초래된 건강변화를 스크리닝할 수 있

는 기회가 매우 적은 등 건강을 위한 지지적 환경 자원이 부족한 때

문이기도 하다[5].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장 근로자의 82.3%가 소규

모 산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1] 한국의 소규

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처한 심혈관질환 위험 환경

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을 위한 건강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6].

심혈관질환은 생명에 위협적이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치명

적 질환이다. 그러나 생활습관이나 직업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예

방 혹은 개선이 가능한 질환이기도 하다[7].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

한 생활습관 형성, 직업 환경 개선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보

건학적 견해에서 비용효과적일 수 있으므로[4], 근로자 심혈관질환 

위험 예방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용 감소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소규모 산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매

우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효과적인 심혈관질환 위험감소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질환 위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

니라, 직업적 환경에서의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는 인간의 행위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견해와도 일치되는 

관점이다[8]. 

간호영역에서 개인의 건강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생태학적 모형이 

많은 연구들에서 이론적 기틀로 사용되어 왔다. 생태학적 모형은 개

인이 처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관점으로, 다양한 차원의 영향

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접

근은 필연적으로 환경적 존재일수 밖에 없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합

리적 설명을 위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위계가 존재하는 의료 환경

이나 조직에 속한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접근으로 여겨지고 있다[9]. 그러나 위계적 환경의 적절한 고려를 위

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효과를 타당한 방법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

다. 다수준 분석은 개인 수준 및 조직수준의 영향을 타당한 방법으

로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므로 생태학적 관점의 연구 수행 시 적합

한 접근으로 여겨진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의 

개인 및 조직수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이

론적 기틀을 제시하였다(Figure 1). 

2.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

인적 차원의 요인과 개인이 속한 조직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심혈관

질환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인 및 조직 수준에

서의 심혈관질환 위험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

고, 다수준 분석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의 실

제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혈관질환 위험은 조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수준요인들은 심혈관질환 위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개인수준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조직수준의 요인들은 심

혈관질환 위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수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 및 기관수준의 요인

이 심혈관질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

다.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개인수준의 영역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건강행위 관련 요인 및 직무 관련 요인을, 조직수준

의 영역은 직업 환경, 위해물질 노출,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유무 등

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  

2. 연구 대상

자료 수집은 K대학교 병원 직업 환경 의학과에서 보건대행을 시

CVD=Cardiovascular disease.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ecolog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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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하는 300인 미만 산업장 중 해

당 기관장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기관

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기관은 31개 산업장, 총 507명의 대상자를 자료 수집 하였으며, 설

문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49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다수준 분석에서 모수추정치의 정밀도와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표본수를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

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 수, 그룹 당 개인단위 수, 집

단 내 상관계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인 Snijders와 Bosker 

[11]가 제시한 표본크기 산출방법에 의해 계산한 결과, 345명으로 

계산되었으며,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492명이었

으므로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만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심혈관질환 위험 산출 

심혈관질환 위험은 연령, 수축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및 고밀도콜

레스테롤 수치, 흡연, 당뇨 유무 등의 6개 항목을 이용한 framing-

ham 위험 점수 산출 공식에 의해 10년간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발생가능성이 10% 미만인 경우 낮은 위험군, 

10~20%의 경우 증등도 위험군, 20% 이상의 경우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12].

2) 개인수준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결혼 상태, 교육수준, 한 달 수입 등을 조

사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 및 이혼 또는 별거의 세 개의 범

주로,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

으며, 월수입은 현재 수입을 만원단위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2) 건강 관련 요인

K병원 직업 환경 의학과의 정기 건강검진 자료 중 신체계측자료와 

문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대상자

의 체질량지수를 계산하고, 남녀별로 체질량지수 백분위에 따라 저

체중군, 정상군, 과체중군, 및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13]. 일반적

인 질환에 대한 병력을 조사하였으며, 심혈관질환의 가족력은 심장

병, 고혈압, 당뇨, 뇌졸중, 고지혈증 등에 대해 병력 유무를 표시하

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일반적 건강 상태는 건강상태를 묻는 1문

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건강함’부터 ‘건강하지 않음’의 5점 척

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3) 건강행위 관련 요인

신체활동은 신체활동을 포괄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

제합의기구(the International Consensus Group for the Develop-

ment of an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에서 개발한 단축형 IPAQ의 한국어판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낮음, 중간, 높음의 3그룹으로 범주화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14]. 

건강식이(healthy eating) 변수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가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9가지 식사 가이드

라인을 기초로 본 연구자들이 4점 척도로 개발한 문항을 토대로 간

호학교수 2인, 산업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자료 수집하였으며[15], 점수가 높을수록 심장에 건강한 식습관

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6이었다. 이밖에 흡연여부와 한 달 동안의 음주 횟수 및 음주량을 

측정하였으며, 1회 음주량이 5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폭음(binge 

drinking)으로 정의하였다[16]. 

(4) 직무 관련 요인

초과근무는 심혈관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기준점(cut-

off point)인 6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

으며[17], 교대근무는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하

도록 하여 각각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3) 조직수준 요인

(1) 직업 환경적 요인

산업장의 직업 환경적 요인으로, 각 산업장의 보건관리 담당자로

부터 해당 산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산업장 내 구내식당 운영 여

부, 운동 및 휴식 공간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2) 유해물질 및 소음 노출

심혈관질환 관련 유해물질 노출 여부는 선행 연구에서 심혈관질

환 관련 유해물질로 조사된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이황화

탄소(carbon disulfide), 납, 솔벤트 중 하나라도 노출되었는지에 대

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고[6], 소음노출 여

부는 각 산업장의 최근 측정치를 기준으로 미국 작업장 소음 기준인 

85 dB보다 높을 경우 ‘노출’로 분류하였다[18]. 산업장의 환경적 요

인에 해당하는 모든 응답은 이분형으로 코딩하였다.

(3)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산업장에 속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관리자 혹은 보건관리 대행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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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가 근로자의 건강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산업장에 2013년 11

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 참여를 위한 모집 광고 전

단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대학교병원 직업 환경 의학과 소속 

간호사와 연구자가 각 산업장을 방문하여 대상자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일부 보건관리 담당자가 있는 산업장의 경우 보건관리 담당자

를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시점에서 3개월 이내 K

대학교병원 직업 환경 의학과에서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의 혈액검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토콜은 K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

인을 얻은 후 수행되었으며(KMC IRB No. 1341-01), 31개 연구 대

상 산업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기관장과 보건관리 담당자에게 본 연

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였고,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 시 수집된 

자료의 사용에 대해 각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 수집

을 하였다. 또한 각 산업장의 자료 수집자 간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

해 설문조사 수행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프로토콜을 보건관리담

당자들에게 배부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통화로 절차와 방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ATA software package, version 13 (STATA, 

College Station, Texas)을 이용하여 기초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와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 및 조직수준에서의 심혈관질환 위

험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 모형에 포함될 설명변수

는 종속변수인 심혈관질환 위험과 함께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관수준의 독립변수는 연속변수일 경우 기관별 측정치를 평균한 점

수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개인의 심혈관질환 위험 점수를 종속

변수로 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이분형 변수

의 경우 각 변수에 따른 근로자 집단의 심혈관질환 위험 점수의 차

이를 student t-test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다수준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각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 α<.10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최종 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수준 변수

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 차원의 주요 요인을 탐색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

우 많은 변수들이 회귀모형에 투입되지 못하고 제한된 변수들의 효

과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생태학적인 관점의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의수준을 .05 대신 .10을 적

용하였다. 단, 연령 변수는 심혈관질환 위험 계산 시 반영된 변수이

므로 과조정 문제(over-adjustment issue)를 피하기 위해 최종모형에 

투입하지 않았다[19]. 이와 같은 맥락으로 흡연여부, 고혈압과 당뇨 

등의 변수도 회귀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개

인수준과 조직 수준에서의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

는 것이므로, 회귀계수의 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절편 모형

(random-intercept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

초모형을 통해 기관의 변동이 유의미한지를 파악하여 다수준 분석

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둘째로, 개인수준 모형을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개인수준 변수의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

인-조직 수준 모형을 통해 개인수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

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모형의 추정방법은 최대

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e)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3.95±9.80세였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56.3%로 더 많았으며, 70.7%가 기혼자였다. Framingham 위험점

수 산출 방식에 의한 대상자의 10년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확률은 

평균 5.58±5.27%였으며, 낮은 수준의 위험이 421명(85.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건강 관련 행위 요인으로, 신체활동

은 낮은 수준이 33.8%와 중간 수준이 38.8%였으며, 높은 수준은 

27.4%를 차지하였다. 직무 관련 요인으로는 60시간 이상 초과근무

를 하는 경우가 14.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는 6.9%였다(Table 2).

조사 대상 기관은 총 31개로, 이 중 운동시설을 가지고 있는 산업

Table 1. Distribution of CVD Risk of Participants by Gender

Variables
Total (N =492) Male (n=215) Female (n=277)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CVD risk 5.58±5.27 8.01±6.52 3.70±2.88

Low risk 421 (85.6) 159 (74.0) 262 (94.6)

Intermediate risk  57 (11.6)  42 (19.5) 15 (5.4)

High risk 14 (2.8) 14 (6.5)  0 (0.0)

CVD=Cardiovascular disease; CVD Risk=10~year likelihood of developing CVD 
by Framingham risk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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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휴식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3곳이었

다. 산업장 내 소음이 85 dB 이상 되는 곳은 12군데였으며(38.7%), 

산업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21곳(67.7%)이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 담당자 또는 보건 대행에 의한 근로자 건강관리

가 실시되고 있는 산업장은 18개로 58.1%를 차지하였다(Table 3).

2. 개인 및 조직수준의 요인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

개인수준의 변수들 중 연령(p <.001), 성별(p <.001), 결혼상태

(p<.001), 교육수준(p<.001)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

하게 차이가 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α<.05 기준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월수입과 일반적 건강상태 변수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과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매우 낮아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건강 

관련 요인들 중 고혈압이 있는 경우(p <.001), 당뇨가 있는 경우

(p<.001)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행위 관련 

요인들 중 폭음을 하는 대상자들에게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2).

기관수준의 변수들 중 휴식공간이 있는 산업장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낮았고(p =.050), 높은 소음에 노

출되는 산업장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았

다(p =.022).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보였다(p =.090). 또, 보건관리 담당자나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evel Factors and CVD Risk  (N =492)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CVD Risk t or F p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yr) 43.95±9.80  0.47* < .001

Gender 
 

Male
Female

215 (43.7)
277 (56.3)

 8.01±6.52
 3.70±2.88

 9.03 < .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Divorce or bereaved

107 (21.7)
349 (71.0)

36 (7.3)

 4.08±3.88
 5.86±5.24
 7.38±7.73

 8.50† < .001

Monthly income (10,000 KRW) 294.27±133.85  0.09* .03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school
≥College

 86 (17.5)
320 (65.0)
 86 (17.5)

 7.51±6.73
 5.29±4.79
 4.72±4.92

 5.11† .007

Health-related factors Health status 2.78±0.78  0.14 .002

Disease history No
Yes

426 (86.6)
 66 (13.4)

 5.44±5.03
 6.48±6.61

 - 1.22 .225

CVD-related family history No
Yes

368 (74.8)
124 (25.2)

 5.49±5.22
 5.86±5.45

 - 0.68 .496

Hypertension history No
Yes

444 (90.2)
48 (9.8)

 4.95±4.58
11.14±7.39

 - 5.80 < .001

DM history No
Yes

485 (97.4)
13 (2.6)

 5.25±4.80
17.75±7.41

 - 6.05 < .001

BMI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16 (3.3)
333 (67.7)
126 (25.6)

17 (3.4)

 4.46±5.04
 5.35±5.29
 6.01±5.15
 7.48±5.57

 1.42† .253

Health behavior-
related factors

Physical activity‡ Low
Moderate
High

163 (33.8)
187 (38.8)
132 (27.4)

 5.14±4.88
 5.81±5.75
 5.80±5.03

 0.84 .433

Healthy eating 18.38±5.09  0.02* .737

Smoking No
Yes

378 (76.8)
114 (23.2)

 4.30±3.74
 9.73±7.10

 - 7.91 < .001

Binge drink No
Yes

346 (70.3)
146 (29.7)

 4.90±4.50
 7.13±6.50

 - 3.83 < .001

Job-related factors Overtime work (hrs) ≤60
>60

419 (85.2)
 73 (14.8)

 5.41±5.24
 6.57±5.40

 - 1.74 .082

Shift work§ No
Yes

443 (93.1)
33 (6.9)

 5.63±5.44
 4.86±2.98

 1.33 .191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Welch estimate coefficient; ‡n=482, excluded cases by analysis; §n=476, excluded cases by analysis; CVD Risk=10-year likelihood 
of developing CVD by Framingham risk score; PA=Physical activity; SB=Sedentary behavior; KRW=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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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대행에 의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산업장

의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p =.021) (Table 3).

3.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개인 및 조직수준 요인의 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초모형(null 

model), 개인수준 모형(individual model), 개인-조직 수준 모형(in-

dividual-organizational model)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연구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초모형인 모형 1에서 설

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의 조직 간 

분산을 추정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조직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Table 4). 기초모형의 무작위 효과를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의 차이를 나타내는 2수준(기관수준)의 분산

(t=4.8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χ2 =36.53, p<.001) 조직

수준의 변량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 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0.171{4.89/

(23.72+4.89)}로서 전체 분산의 17.1%가 조직의 차이에 의해 발생

하고 있었다. 즉, 연구 가설 1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조직(산업

장)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조직 효과가 

존재하므로 다수준 분석을 통해 조직수준의 변수들의 효과를 추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연구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 시 유의하였던 1수준

(개인수준)의 설명변수인 근로자의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60시

간 초과근무, 폭음 등의 변수를 투입한 회귀모형은 모형 2와 같다

(Table 4).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대한 고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4. Multilevel Model Analysis in CVD Risk Factors of Blue-collar Workers

Parameter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Null model Individual model Individual-organizational model

β p β p β p

Fixed effect Level 1 Intercept
Female (ref: Man)
Married (ref: Single)
Divorced/separated (ref: Single)
Highschool education (ref: Middle school)
College education (ref: Middle school)
Overtime work
Binge drinking

6.03 < .001 8.48

- 5.94
3.36
4.46

- 2.45

- 3.98
0.53
0.1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399

.822

8.09

- 6.16
3.38
4.46

- 2.58

- 4.06
0.34
0.10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590

.834

Level 2 Having resting area
Noise exposure
Managed by occupational health nurse
Having cafeteria in workplace

- 0.50

- 0.08

- 0.80
1.81

.619

.886

.164

.022

Random effect Level 1, δ2

Level 2, μ0 (τ)
χ2

p
ICC (%)

23.72
4.89

36.53
< .001
17.10

18.29
1.02
4.01
.023
5.31

18.10
0.65
2.25
.066
3.45

CVD Risk=10-year likelihood of developing CVD by Framingham risk score;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t: variance of μ0j.

Table 3.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Level Factors and CVD Risk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ganizations Workers CVD risk

t p
n (%) or M±SD n (%) or M±SD M±SD

Occupational 
environment

Number of employee 76.87±73.08 - 0.27* .145

Having cafeteria in 
workplace

No
Yes

10 (32.3)
21 (67.7)

 62 (12.6)
430 (87.4)

5.44±5.32
6.58±4.88

- 1.61 .090

Having resting area in 
workplace

No
Yes

18 (58.1)
13 (41.9)

461 (93.7)
31 (6.3)

6.60±3.41
5.04±1.39

1.96 .050

Hazard exposure Chemical hazard exposure No
Yes

29 (93.5)
2 (6.5)

440 (89.4)
 52 (10.6)

5.80±3.57
6.54±3.01

- 0.74 .581

Noise exposure No
Yes

19 (61.3)
12 (38.7)

258 (52.4)
234 (47.6)

5.06±4.79
6.16±5.71

- 2.30 .022

Health care & 
monitoring

Managed by occupational 
health nurse

No
Yes

13 (41.9)
18 (58.1)

221 (44.9)
271 (55.1)

6.20±5.86
5.08±4.68

2.31 .021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CVD Risk=10~year likelihood of developing CVD by Framingham risk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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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 비해 여자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낮았으며(β= -5.94, 

p<.001),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β=3.36, p<.001)와 이혼/사별한 

경우(β=4.46, p<.001)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 중졸에 비해 고졸 

학력(β= -2.45, p<.001)과 대졸 이상(β= -3.98, p<.001)의 근로

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60시간 초과

근무 여부와 폭음 여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

적으로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한편, 모형 2에서 개인수준에

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설명하고 난 후 

개인수준의 분산(s2)이 23.72에서 18.29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조직

수준의 분산(t=1.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p =.023), ICC는 0.053

로서 개인수준의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설명되지 못한 조직 수준

의 분산이 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 수준

의 설명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3을 통해 조직 수준의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개인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조직수준 변

수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4). 조직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조직수준의 분산은 0.65로 줄어들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사

라졌다(p =.066). 모형 3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의 변수 

중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변수들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조직수준의 변수 중 휴식 공간 유무나 소음노출 

유무, 보건관리 유무 등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구내식당 유

무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즉,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구내식당이 있는 산업장의 근로자가 구내식

당이 없는 산업장 근로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혈관질환 발

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β=1.81, p =.022), 따라서 개인

수준의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조직수준의 변수가 심혈관질환 위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에서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으로 분산의 감소

량을 비교해 보았다. 모형 1에서 조직수준의 분산은 4.89였으나 모

형 3에서 개인 및 조직수준의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심혈관질환 위험

을 설명한 후 분산이 0.65로 축소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사라졌

다(p =.066). 즉,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여 조직에 따른 분산을 설명

하고 난 후 조직에 의한 차이로 발생되는 잔차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최종모형의 R2는 

86.7%로, 최종모형의 변수들이 조직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의 차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소규모 산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의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당한 추

정을 위하여 다수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기초모형에서 10.0%이상의 집단 내 상관

계수(ICC)는 조직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9]. 본 연구의 조직수

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의 분산은 17.1%로 개인

수준과 조직수준의 분산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접근

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조직수준에서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인수준의 요인을 통제한 후, 기관수준의 요

인의 효과를 조사하는 방식의 무작위-절편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조직수준의 요인

이 개인의 질병 발생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입

증하는 것이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접근 시 조직수준의 변수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을 드러낸 의미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확률은 

5.58%이며, 20% 이상의 높은 확률에 해당하는 고위험 집단은 전

체 대상자의 2.8%를 차지하였다(Table 1). 이는 대사증후군을 가진 

한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Kim과 Kang [2]의 연구에서의 위험 

확률인 7.78%,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wang 등[6]

의 연구에서 11.8%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

구의 대상자가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 건강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실

시한 결과로 인한 차이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여자

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남자만을 분석하였을 때의 평균 심

혈관질환 위험은 8.01%였고, 고위험 집단에 해당하는 비율도 6.5%

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소규모 산업장의 남자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2009~2011년에 걸쳐 조사된 위험 확률 7.1%보다 높은 수준이

었다[20]. 또한 본 연구에서는 40대 그룹의 고위험 집단 해당 비율

이 7.2%로 Park과 Hwang [20]의 연구에서의 2.5%에 비해 높았

다. 이는 2009~2011년에 비해 본 연구 조사 당시인 2014년에는 더 

젊은 층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짐작할 수 있

다. 이는 심혈관질환 위험의 빈도가 남성 근로자에서 높아지고 있

고, 특히 낮은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결과로 보이

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산업장 내의 구내식당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의 차이에 관

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 결과만을 가지고 조직수

준의 요인인 구내식당 유무와 심혈관질환 위험 간의 가설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내식당 유무가 심혈관

질환 위험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

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

성이 있다. 구내식당 유무는 근로자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식사를 산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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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할 수밖에 없어 업무공간에서 식사공간으로 이동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기회를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을 활

용한 여가활동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근무시간 동안 

생긴 정신적 피로를 이완하고, 업무 중심의 신체 활동 패턴에서 벗

어나 신체적 이완과 균형적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들게 만든다[21]. 신체적 이완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22], 

직무스트레스의 감소는 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므로[5] 구내식당이 있는 산업장의 근로자가 높은 심혈관

질환 위험에 처하게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구내식당 유무의 간접적 효과는 60시간 초과근무와의 관계

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주당 6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심혈관질

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기준점(cutoff point)으로 알려져 있

다[17]. 비록 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단변

량 분석 시 60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들이 심혈관질환 위험이 유의하

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추가 분석에서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볼 때(Cochran-Mantel-Hantzel χ2 =9.13, p =.003), 이

는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고(χ2 =14.02, 

p =.001), 초과근무로 직장에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을수록 구내식

당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χ2 =7.99, p =.005) 구내식당이 있는 

기관의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신체활동부족은 심혈관질환 위험과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는 요

인이다[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

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활동 

수준은 ‘보통 이상의 활동량’에 해당되는 비율이 66.2%로 높은 수

준이었다. 그러나 한국 근로자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긴 노동 시

간에 노출되고 있으며[24], 한국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신체활동의 

대부분이 여가활동이 아닌 직업 관련 활동이 차지하게 되고, 사무직

에 비해 생산직 근로자들은 업무 관련 신체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신체활동이 여가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의 노동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유사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 간의 신체활동량에 대한 분산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

을 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인 차원에서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

를 실천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신체활동 증진을 통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적 접근보다는 조직수준의 환경을 

개선하는 접근이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특히, 300인 미만의 소규

모 산업장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고, 소

득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의 경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건

강행위의 실천이 어렵다[21]. 이러한 개인수준에서의 장애를 극복하

여 건강증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 즉 산업장 중

심의 중재가 필수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폭음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16,25]. 유럽 인구를 대

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에 의하면, 폭음을 할 경우 보통

수준의 음주자보다 1.97배, 비음주자보다 2.03배 심장허혈질환의 

발생이 높았으며[16],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폭음이 

남성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5].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어 선행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차이를 설명

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본 연구 대상자 중 여성에 비

해 남성의 폭음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성별을 통제한 

회귀모형에서는 효과의 유의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 

대규모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폭음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한국

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5].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음주나 흡연 등 건강 관련 위험행위의 빈도가 

높다. 남성은 3/4이 흡연자인데 반해 90%이상의 여성은 평생 흡연

을 한 적이 없는 등 흡연 행위에 남녀 간 차이가 크며, 이러한 차이

는 음주 습관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26]. 따라서, 한국 남성근

로자, 특히 폭음을 하는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집단에 해당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폭음이 심

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고, 이때 성별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

는지를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일과 야채 섭취를 증가

시키고, 지방섭취를 줄이는 등의 체계적인 건강식이의 실천이 필요

하다. 따라서, 건강한 패턴의 식사습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근

로자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많은 중재연구들에서 중요한 중재전략

으로 다루어져 왔다[27].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건강식이 변수는 단

변량 분석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최종 모형에 투입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본 연구 대상자들의 87.1%

가 구내식당에서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해진 

메뉴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한 패턴의 식사를 선택할 기

회가 매우 적다. 게다가 영양사를 고용하거나 질 좋은 재료를 공급

하는 등 건강증진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소

규모 산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건강식이가 공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식이 변수가 심혈관질환 위험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해 건강

식이 미치는 영향이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건강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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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유지는 심혈관질환 위험 예방의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27] 산업장 내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건강한 패턴

으로 개선된다면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산업장에서의 영양 개선 프

로그램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입증하였다[27]. 그러므로 건강식이는 근로자 심혈

관질환 위험 감소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로 

판단된다. 특히, 건강식이 제공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산업

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 중재접근 또한 필수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환경은 건강행위 실천의 영향요인으로 작

용한다[8].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외부로의 이동 없이 장시간 

산업장 내에 머물게 되므로, 산업장 내에 근로자의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유익하다. 실제

로 산업장 내에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기구를 마련해 주었을 경

우 근로자의 신체활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28].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산업장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운동시설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31개 기관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휴식공간의 부족은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피로를 회복하는데 장애요인이며, 이로 인에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운동 및 휴식공간의 확보는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중재 시 간과해서

는 안 될 요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학 영역에서 흔히 존재하는 위계적 자료에 

대한 타당한 분석 방법인 다수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요인들을 추정하

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 

회귀분석 방법이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개인 수준의 종속변수는 개

인수준의 특성과 개인이 속한 조직 또는 환경의 양쪽 층위에서 독립

변수가 존재한다. 즉,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를 만일 최소자승법

을 이용한 회귀분석 접근을 사용할 경우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자

료의 독립성을 위배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질환 영향요인들의 정확한 효과를 추정하게 위해서는 위계적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검정방법인 다수준 분석 방법의 사용이 적절

하다[10].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비만 

수준은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28.9%(과체중 25.5%, 비만 3.4%)

로 19세 이상 한국인 비만 비율인 31.8%비해 낮았다[2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 등 성인병의 위험요인인 복

부비만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 대상자가 심혈관질환 위

험 집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복부비만은 특히 남성의 경

우, 비만과 독립적으로 심혈관질환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30]. 체질량지수가 낮은 경우에도 복부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복부비만을 측정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대한 조직 수준의 

영향을 파악하여 개인 차원의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다양한 조직 수준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특히, 조직의 유해환경에 대한 측정은 조사시

점의 측정치가 아니라 기관의 자체 보고와 설문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대상자들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조직 내 개인들의 분산의 

동질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환경에 대한 노출과 결과변수와의 

인과적 관련성을 추론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해요

인 및 소음 노출은 개인수준의 변수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수준의 변수로 규정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남녀 간 심혈관질환 위험 수준이 차

이가 있었다. 위험의 차이가 영향요인 효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결 론

효과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능하

며, 변화로 인해 효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수준의 

요인뿐만 아니라, 직업 관련 환경 요인, 즉 조직수준의 요인의 규명

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개인수준 효과를 통제한 후 조직수준 변수들

의 실제 효과를 드러내고자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산

업장 내 구내식당 유무가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효과적으

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내식당의 개선에 초점

을 맞춘 중재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내식당 이용률이 높은 

대상은 초과근무와 낮은 교육수준의 개인들이며, 이들은 스스로 건

강을 위한 행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취약집단이므

로 중재 시 개인적 접근보다 조직 수준의 접근을 통한 환경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조직 수준의 요

인 중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휴식 공간의 마련이 동시에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뒷받침할 양적 혹은 질적 연구가 후

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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