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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years,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have expanded its business into offshore plant. These changes are increasing 
the interest on job stress in shipbuilding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job stressors between white 
and blue-collar workers. The survey was using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KOSS) questionnaire and was administered to 8,080 
workers of large shipyard company. As a result of the survey, compared with the median score of Korean workers, job stress level of 
shipyard company workers was low. However, seven categories of KOSS, except for job demand showed higher stress levels of 
blue-collar workers than white-collar workers. The overall stress level of shipyard company workers is low, however, it is important to 
find stressors by considering the type of work, working period etc.,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KOSS 8-catego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to identify the level of stress and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in Shipyar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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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 세계 조선소가 수주가

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 내 중소 조선소들도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형 조선

업체들은 전체 수주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드릴쉽,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FPSO), 반잠수식 석유시추선 등의 해양플랜트의 비중

이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양플랜트의 

확대는 기존 조선 산업 작업공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형적인 수주산업(受注産業)인 조선 산업은 노동집

약적으로 대형 설비 등을 사용하며, 고소작업 및 옥외

작업이 많고 수주 량, 프로젝트에 따라 작업공정의 변

화가 심하고, 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다양한 

가설 구조물, 밀폐공간의 작업, 소음 작업, 협력업체의 

작업수행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유사한 형태

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1).
위와 같이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가진 조선업은 추

락, 낙하, 협착 등의 전통적인 재해에 대한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위험성평

가, 휴먼에러 방지, 직무스트레스 예방 등 산업안전보

건분야에 대한 인간공학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2).
조선업 근로자들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주기적인 건

강검진 등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

한 점검은 미비하다.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문제

는 근로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조직의 관

리자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들

의 건강문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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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불공정한 작업

환경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뇌심혈관계질환뿐만 아니라 심한 정도에 

따라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 남용, 수면장애, 신경성 

두통 및 소화기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

키며, 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3).
NIOSH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40%

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

으며, 네 명중 한 명이 살아가는 중에 직장 내에서 수

행하는 업무(work)가 최대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응

답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위험성은 근로자들의 건

강 악화와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며, 의료비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의 증대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대두

되고 있다4). 예를 들면, Goetzel은 스트레스가 높은 근

로자들에게서 의료비가 거의 50% 더 지출된다는 사실

을 보고하였다5). 유럽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

가 보고되었는데, 모든 근로자 중 거의 1/5이 자신의 

업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응답하

였다6). 일본의 경우 5년마다 실시되는 노동자 건강 상

태 조사결과를 보면, 일이나 직업생활로 인해 “강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

율이 61.5%였다7). 
미국의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는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상 요구

되는 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4).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보면 조선업 근로자는 

작업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

율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일 것

으로 유추된다. 
조선 산업의 경우 육체적인 작업이 많고, 타 업종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안전보건 측면에서 

생산직 근로자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8,9,10,11),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업무가 많은 조선소 사무직 근로

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선업의 선종 변화와 더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조선

업 근로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스트

레스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

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조선업

에서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경남에 소재해있는 모 조선업체에 근

무하는 근로자 8,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사무직 근로자

와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7,110명의 응답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2월부터 4월까

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된 한국형 직

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8개 영역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3개의 각 문항별로 “전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로 응답하도록 하여 각각에 대해 1-2-3-4점을 부여

하였다. 항목 중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

은 문항은 4-3-2-1로 재 코딩 하였다. 각 영역별 설문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영역별 최고점수가 다르게 

나타나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환산 식 (1)에 의해 각 

영역별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도 영역별 환산점수의 평균으로 환산 

식 (2)에 의해 계산하였다12). 

영역별환산점수예상가능한최고점수문항수
실제점수문항수

× (1)

직무스트레스총점수
각개영역의환산점수총합

× (2)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 PWI)를 기초

로 개발된 18문항의 단축형 PWI-SF를 사용하였다. 사
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WI-SF)는 27점 이상을 고 위

험군, 9~2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 군, 8점 이하를 정상

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계분석은 MINITAB 17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8가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서 본 연구결과와 한국 남성 참고치,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의 관계

는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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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조

선업 근로자 7,110명 중 2,622명(36.9%)은 사무직, 
4,488명(63.1%)은 생산직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

은 사무직이 36.4±8.7세, 생산직이 44.0±10.6세였으며, 
전체 평균은 41.2±10.6세였다. 연령 분포를 보면 사무

직은 30대가 44.3%로 가장 많았고, 20대(23.8%), 40대
(23.2%), 50대(8.7%)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은 50대
가 40.8%로 가장 많았고, 30대(31.5%), 40대(18.2%), 20
대(9.6%)순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를 보면, 사무직은 

5년 이하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21년 이

상, 11~20년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의 경우 21년 이

상이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고, 11~20년, 5년 이하, 
6~10년 순으로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이 장기간 근속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KOSS점수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비교

연구 대상자들의 전체 직무스트레스 총점의 평균은 

44.8점으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요인 기본형의 평가 

참고치 하위 25% 이하에 속하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KOSS의 하부영역에 대한 연구 대상자 전체의 수준

을 한국 남성 참고치와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물리

적환경 48.2점, 직무요구 50.5점, 관계갈등 37.4점으로 

3가지 영역에서 한국 남성 참고치 보다 높은 직무스트

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직무자율, 직무 불안정, 조직체

계, 보상부적절, 직장 문화 등 나머지 5개 영역에서는 

한국 남성 참고치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물리적환경 영역에서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보

이는 이유는 타 업종과 비교되는 조선업의 특성과 관

계가 있으며, 직무요구는 해양플랜트 등의 수주 증가

로 인한 시간적 압박과 업무량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division characteristics
white-collar blue-collar

n % n %

Age(year)

≤29 624 23.8 429 9.6

30-39 1,162 44.3 1,415 31.5

40-49 607 23.2 815 18.2

50≤ 229 8.7 1,829 40.8

year of service

≤5 1,008 38.4 697 15.5

6-10 602 23.0 680 15.2

11-20 493 18.8 843 18.8

21≤ 519 19.8 2,268 50.5

Table 2. Compare job stress scores with mean of korean workers 

KOSS sub-scales Shipyard Workers
(n=7,110) reference* p-value

Physical environment 48.2±22.2 44.5 0.00**

Job demand 50.5±14.0 50.1 0.00**

Insufficient job control 47.1±11.4 53.4 0.00**

Interpersonal conflict 37.4±13.2 33.4 0.00**

Job insecurity 46.3±11.9 50.1 0.00**

Organizational injustice 48.7±14.4 52.4 0.00**

Lack of rewards 43.6±13.0 66.7 0.00**

Occupational climate 36.9±13.3 41.7 0.00**

Total 44.8±8.5 50.8 0.00**

*Mean of Korean Workers(Male)

판단된다. 또한, 관계갈등은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에

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개인화되

는 경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8가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서 본 연구결과와 한

국 남성 참고치의 차이에 대하여 Chi-Square test를 실

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3.3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비교

KOSS의 하부영역에 대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면 Table 3과 같다. 사
무직의 평균은 40.1점, 생산직 평균은 47.6점으로 생산

직이 사무직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전국 남성 참

고치 50.8점 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해

본 결과, 사무직 근로자(53.3점)는 직무요구도에서 생

산직 근로자(48.9점)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

며, 그 외 7가지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생산직 근로자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KOSS for white 
and blue collar workers 

KOSS sub-scales
white-collar 

workers
(n=2,622)

blue-collar 
workers

(n=4,488)
reference* p-value

Physical environment 30.5±15.9 58.5±18.6 44.5 0.00**

Job demand 53.3±15.1 48.9±13.1 50.1 0.00**

Insufficient job control 43.5±10.9 49.2±11.2 53.4 0.00**

Interpersonal conflict 34.3±12.0 39.2±13.6 33.4 0.00**

Job insecurity 41.2±12.4 49.3±10.4 50.1 0.00**

Organizational injustice 43.2±12.3 51.9±14.6 52.4 0.00**

Lack of rewards 39.3±11.5 46.2±13.2 66.7 0.00**

Occupational climate 35.4±13.7 37.9±12.9 41.7 0.00**

Total 40.1±7.6 47.6±7.7 50.8 0.00**

*Mean of Korean Workers(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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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8가
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차이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p<0.01).

3.3.1 물리적환경 영역

물리적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

로자가 처해 있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 작업장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부담 등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환경이 상대적으로 나

쁘다. 
물리적환경 영역에서는 생산직(58.5점)이 사무직

(30.5점) 근로자 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

났으며, 한국 근로자 참고치(44.5점) 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날씨와 기온에 영향을 받는 실외작업이 많고 

고소작업, 용접작업, 도장작업, 중량물(블록 등)의 운반 

및 취급 작업이 많은 조선소 작업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된다. 

3.3.2 직무요구 영역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

적 압박, 업무량 증가,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요구도가 상대적

으로 나쁘다.
직무요구 영역에서는 사무직(53.3점)이 생산직(48.9

점) 근로자 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며, 한국 근로자 참고치(50.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공정관리, 설계, 생산지

원 등의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작업자를 지원하기 위

해 각 개인별 특성이 있는 업무를 부여 받고 있으며, 
성과보상 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더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

의 특성상 업무량이 많고 장시간의 집중력을 요구하며 

늦은 시간까지의 연장근무로 인하여 높게 나오는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생산직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

시에 의해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중에 대

기시간 등의 영향으로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있으며, 
일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3.3 직무자율 영역

직무자율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직무자율 영역에서는 생산직(49.2점)이 사무직(43.5
점) 근로자 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며, 한국 근로자 참고치(53.4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명확한 생산계획 및 일정에 따

라 작업지시를 통해 작업량이 주어지는 생산직 근로자

에 비해 업무의 양 및 스케줄을 조정가능하고 전문적

인 업무 수행, 업무의 판단 및 결정권한이 좀 더 있는 

영향으로 직무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3.4 관계갈등 영역

관계갈등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관계갈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관계갈등 영역에서는 생산직(39.2점)이 사무직(34.3
점) 근로자 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며, 한국 근로자 참고치(33.4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반장 등 현장관리자와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 
개인화되는 사회적인 현상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직무스

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5 직무불안정 영역

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

의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이 상대적

으로 불안정하다.
직무불안정 영역에서는 생산직(49.3점)이 사무직

(41.2점) 근로자 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

났으며, 한국 근로자 참고치(50.1점) 보다 낮게 나타났

다.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되

어 있어 정년퇴직 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정적인 

직장으로 판단되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무직 근로자 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퇴직 후 재취업의 불안정성과 장기간 동일사업장 

근속으로 인한 두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3.3.6 조직체계 영역

조직체계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 상

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다. 
조직체계 영역에서는 생산직(51.9점)이 사무직(43.2

점) 근로자 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며, 한국 근로자 참고치(52.4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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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는 연공서열에 의해 인사평가가 적용되

며, 단순노동력 제공에 따른 보상 등으로 인해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는 사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가능성, 성과에 따른 보상, 조직의 운영체계 및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생산

직 근로자 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3.7 보상부적절 영역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보상부적절 영역에서는 생산직(46.2점)이 사무직

(39.3점) 근로자 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

났으며, 한국 근로자 참고치(66.7점) 보다 낮게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수준

으로 볼 때 참고치 보다 훨씬 낮은 직무스트레스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생산직 근

로자의 경우 조선/중공업 특성상 위험작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8 직장문화 영역

직장문화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

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와 특징이 직

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문화가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

이다. 
직장문화 영역에서는 생산직(37.9점)이 사무직(35.4

점) 근로자 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며, 한국 근로자 참고치(41.7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특성상 위계질

서가 엄격한 직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신입사원과의 

문화적인 교류가 원활하지 않는 것이 한 요인으로 판

단된다.

3.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수준을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사무직 근

로자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고위험 스트레

스 군이 12.7%, 잠재적 스트레스 군이 76.9%였으며, 생
산직 근로자들에서는 고위험 스트레스 군이 16.4%, 잠
재적 스트레스 군이 76.1%로 나타났다. 고 위험군에서

Table 4. Distribution of groups by PWI level

Group by PWI-SF
white-collar blue-collar

p-value
n % n %

Healthy Group(≤8) 273 10.4 336 7.5

0.00**Potential stress Group(9-26) 2,017 76.9 3,416 76.1

High-risk stress 
Group(≥27) 332 12.7 736 16.4

는 생산직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의 관계에 대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4. 결 론

조선 산업과 같이 노동 강도가 높고 사고나 질병의 

유해요인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를 예방

하는 것이 사고와 작업관련성 질환을 감소시키고, 나
아가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작업장 재해, 정신적 질환, 자살, 암, 그
리고 악화된 면역 기능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

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을 조사하였으며,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KOSS)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PWI-SF)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조선업 근로자의 전체 직

무스트레스 수준은 44.8점으로 한국 근로자 참고치 

50.8점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물리적환경 

48.2점(참고치 44.5점), 직무요구 50.5점(참고치 50.1점), 
관계갈등 37.4점(참고치 33.4점)으로 3가지 영역에서 

한국 남성 참고치 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보

였다. 본 연구의 전체 직무스트레스 수준(44.8점)은 A 
조선회사 근로자를 대상(45.4점)8)으로 한 연구와 B 조
선회사 근로자를 대상(54.6점)9)으로 한 연구에 비해 직

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회사 

현장관리자를 대상(43.1점)10)으로 한 연구보다는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결

과, 사무직은 40.1점으로 생산직의 47.6점 보다 낮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사무직 근로자(53.5점)는 

직무요구도에서 생산직 근로자(48.9점)보다 높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나머지 7가지 직무스트레

스 요인은 생산직근로자 보다 낮은 직무스트레스 수준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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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고 위험군이 사무직 

12.7%, 생산직 16.4%로 나와 일반 남성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기존 연구 결과의 우리나라 일반직장인 

22.0%13)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군 또한 사

무직 10.4%, 생산직 7.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로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량

적 결과만을 가지고 사무직과 생산직을 비교하였으며, 
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차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의 연령, 근속연수 

등 사회인구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찾아 비교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조선업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

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알 수 있었으며, 사무직과 생

산직 근로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차이에 대해

서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

스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에도 선별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연구의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의 

세부요인과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 위험군을 비교할 

예정이며, 사무직 근로자는 VDT작업자들에 대한 비교

연구, 생산직 근로자는 교대근무 작업자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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