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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직장인의 일반 특성과 업무 련 특성, 사회 지지, 직무스트 스의 정도를 악하고

직장인의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융합 으로 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자는 라남

도 지역직장인으로 연구의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207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 특성 업무 련 특성, 사회 지지, 직무스트 스를 측정하 다. 본 연구결과는 상자의 약 반이 직무스

트 스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연 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스트 스

가 높았으며, 상사지지와 동료지지가 높을수록 직장인의 직무스트 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직장인의 직무스트 스 완화를 한 리자 교육을 통한 효율 인 인력 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주제어 : 융합, 직무스트 스, 사회 지지, 직장인, 성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verged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n occupational

stress in Korean workers. Data were collect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207 male workers living in

Jeollanam-do region.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measured the general and job-related factors, social

support, and occupational str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bout half of participants had higher

scores in occupational stress. (2) The annual income, supervisors' support, and coworkers' suppor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among Korean workers,

accounting for 36% of the vari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c workforce planning for workers to reduce occupatio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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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직장인의 근로시간

을살펴보면연평균 2,285시간으로OECD 평균근로시간

인 1,770시간보다 높았으며 OECD 34개 회원국 가장

긴시간동안일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1]. 이 게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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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직장에서 일을하고있지만 10년 이상 근속한 장

기근속자 비율은 20.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33.2%를 도는 수 인 반면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 비

율은 31.9%로 단기근속자가 가장 은 슬로베니아의

9.7%보다 3배 이상 많았다[2]. 이러한 장시간 근무와 고

용불안정 상태는 직장인에게 스트 스를 래하고 결국

스트 스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 되게 된다.

이미알려져있듯이스트 스는 음주, 흡연과같은불

건강한 생활습 에 향을 미치며[3,4] 비만, 당뇨병, 심

질환과 같은 생명을 하는 심각한 신체 문제

를 유발하고[4,5,6],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래하기도 한다[7]. 이와 같은 이유로 건강 리자로서 간

호사는 직장인의 스트 스 리에 심을 가져야 한다.

스트 스는 개인이 속한 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8] 사무직과 생산직, 연구직 종사자를 상으로 스트

스원의차이를분석한연구에따르면사무직은부서갈

등과의사결정참여에서, 생산직은상사 계와직무불안

정에서, 연구직은 역할과 련된 문제로 스트 스를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스트 스는 성격과

같은 개인 차원에 따라서도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10]. 개인은 자신의 스트 스 수용 수 에 따라 스트

스 상황을 주 으로 평가하기 때문에[11] 스트 스에

한 처 능력을 강화시킬 경우 스트 스 상황을 정

으로받아들일수있다[12]. 이는 환경을변화시킴으로

써 스트 스가 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 지지는 상호 신뢰와 진실을 기본으로 한 감정

유 감이 형성된 계를 말한다[13]. 사회 지지와

직무스트 스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용된 도구

나 상에따라 다른결과를보고하고있어 일치된결론

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사회 지지가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으며[14] 기업 사무직 근로자에게 있어 상사의

지원이 직무스트 스를 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15] 반면, 임상간호사의 사회 지지는 직무스트 스와

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16]. 칸(Kahn)의 모형에서

도 스트 스와 련하여 조직 환경과 문화 등의 맥락을

강조하고 있으므로[8] 직무스트 스와 사회 지지와의

계에 한연구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이에본연

구자들은 직장인과 가장 한 치에 있는 상사와 동

료의 지지에 을 두고, 가족 한 개인에게 향력이

큰 집단이기에 사회 지지에 상사지지, 동료지지, 그리

고 가족지지를 포함하여 사회 지지를 측정하 다.

직장인의직무스트 스 련선행연구를살펴보면주

로 단일직종을 상으로하거나 남성과 여성모두를

상으로연구[5,7,14,15]가 진행되었다. 직종마다인지하는

스트 스원이 다르고[9] 성별에따라 직무스트 스 정도

가다르기때문에[17] 본 연구에서는 3개직종의남성직

장인을 상으로업무 련특성과사회 지지가직무스

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함으로 직무스트 스 재

를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일반 특성 업무 련 특성을 악한다.

․ 상자의사회 지지와 직무스트 스의정도를

악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 업무 련 특성에 따른 사

회 지지와 직무스트 스를 악한다.

․ 상자의 사회 지지와 직무스트 스의 상 계

를 악한다.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직장인의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실시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및 리적 고려 

본연구는 라남도소재 3개사업장에근무하는남성

직장인을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 연구목 에

한설명을듣고설문참여에수락한 234명을 상으로연

구의 목 , 방법 연구 참여에 한 익명성 보장, 자발

인 연구 참여, 도 포기가능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 다.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 후

자발 인 동의서를 받아 연구 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연

구 참여 상자를 최 한 보호하 다. 수거된 설문지

업무 련특성을포함하여응답이부실한 27부를제외한

207부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용하 다. G-Power

3.1.9.2 로그램을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설명변수의 수 13으로 산출한 표본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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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명으로나타나 본연구 상자의 표본크기 207명은

하 다.

2.3 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연구자가 직 사업장에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 다. 사업장 방문 해당 사업장의 보건 리자에게

구두 허락을 받은 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자

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이었다.

2.4 연 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일반

특성 업무 련특성 10문항, 직무스트 스 24문항, 사

회 지지 12문항 등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1 반적 특  및 업 련 특  

일반 특성 업무 련특성을 알아보기 해연령,

배우자상태, 교육수 , 재 흡연, 운동, 음주 등을 포함

하 으며, 업무 련 특성은 근무경력, 재 직 , 직종,

연 등을 조사하 다.

2.4.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Karasek 등의 직무내용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의 상사지지 4문항과 동료지지 4

문항[18]과 Zimet 등이 개발한 사회 지지 다차원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의 가족지지를 묻는 4문항[19] 등 총 12문항을

이용하여사회 지지수 을측정하 다. 각각의사회

지지수용수 에 한주 인식을문항별로 ‘매우그

지않다’ 1 에서 ‘매우그 다’ 5 으로 수가높을수

록 지각하는 사회 지지의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

성을 상으로 한 원도구의 상사지지와 동료지지의

Cronbach α는 각각 .84, .75, 가족지지의 Cronbach α=.85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87이었으며, 하부 역

의 Cronbach α=.86～.88이었다.

2.4.3 직 스트레스 

본연구에서는Chang 등이한국인근로자를 상으로

개발하여표 화한한국인직무스트 스단축형측정도

구[17]를 사용하 다. 직무요구에 한 4문항, 직무자율

성결여에 한 4문항, 계갈등에 한 3문항, 직무불안

정에 한 2문항, 조직체계에 한 4문항, 보상부 에

한 3문항, 직장문화에 한 4문항 등 총 24문항이었으

며, 4 Likert Scale로측정하 다. 각 문항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부정 문항은

역변환하여 처리하 다. 7개 역의 문항수가 동일하지

않고, 하나의요인을 수로표 할때일부 역 수가

과도하게반 될수있는문제 을보완하기 해각

역을 100 으로환산한후 이의총합을다시 7로 나 는

방식으로평가하 다. 수가높을수록직무스트 스정

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원도구의 하부 역

의 Cronbach α=.67～.80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2이었다.

2.5 료분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3버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 으며, 통계 유의성은 p<.05로 설정하 다.

1) 상자의일반 특성, 업무 련특성, 사회 지지,

직무스트 스의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2) 상자의일반 특성 업무 련특성에따른사

회 지지와직무스트 스는 Independent Samples

t-test와 One Way ANOVA로분석한후사후검정

으로 Scheffe 분석법을 용하 다.

3) 상자의 사회 지지와 직무스트 스의상 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법을사용

하 다.

4) 상자의직무스트 스에 향을미치는요인을

악하기 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법

을 사용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반적 특  및 업 련 특  

설문에 응답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업무

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먼 연령분포를 살

펴보면 35세-44세가 47.8%로 가장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82.1% 고, 최종학력은 4년제졸업이 65.2%로가

장 많았다. 재 흡연을 하고 있는 상자가 37.2%이었

으며, 끊은 상자가 32.9%, 피운 이 없는 상자가

30.0% 으며, 운동은 하지 않는 상자가 67.6%인 것으



한 합학회논 지 제7  제3호18

로나타났다. 음주를하는 상자는 83.1% 다. 업무 련

특성을살펴보면, 총근무경력은 10년 이상 15년미만, 15

년 이상 20년 미만이 23.2%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

이 22.7% 으며, 재 직 은 간 리자가 51.2%로 가

장 많았으며, 직종은 행정직이 43.5%로 가장 많았다. 연

은 6,000만원 이상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4,000이상 5,000만원 미만이 21.3% 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25-34 35(16.9)

35-44 99(47.8)

45-54 64(30.9)

55-65 9( 4.3)

Spouse Yes 170(82.1)

No 37(17.9)

Education High school 23(11.1)

College 21(10.1)

University 135(65.2)

≥Graduate school 28(13.5)

Current smoking Never smoked 62(30.0)

Quit 68(32.9)

Smoking 77(37.2)

Exercise Yes 67(32.4)

No 140(67.6)

Drinking Yes 172(83.1)

No 35(16.9)

Work duration(year) <5 29(14.0)

5-<10 35(16.9)

10-<15 48(23.2)

15-<20 48(23.2)

≥20 47(22.7)

Current position Staff 83(40.1)

Middle manager 106(51.2)

Chief manager 18( 8.7)

Type of occupation Administrative 90(43.5)

Specialized 69(33.3)

Sales/Service 48(23.2)

Annual income <3,000 36(17.4)

(10,000won) 3000-<4,000 22(10.6)

4000-<5,000 44(21.3)

5000-<6,000 40(19.3)

≥6000 65(31.4)

3.2 연 대상  사회적 지지  직 스트레스 

정도

본연구 상자의사회 지지와직무스트 스정도는

다음과같다<Table 2>. 상자의사회 지지정도의평

균평 은 1～5 까지의 범 가족지지 4.07±0.67 ,

동료지지 3.86±0.55 , 상사지지 3.64±0.71 순이었다.

직무스트 스의 평균평 은 1～4 까지의 범 직무

요구 2.46±0.52 , 조직체계 2.35±0.40 , 직무자율성결여

2.30±0.33 , 보상부 2.26±0.43 , 계갈등 2.12±0.44

, 직무불안정 2.08±0.69 , 직장문화 2.03±0.48 순이

었다. 국 근로자들 수의 사분 수를 기 으로 구분

한 결과 직무스트 스가 낮은 집단부터 높은 집단까지

고루 분포되었으나 직무스트 스가 하 25% 미만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상 25%이상이 26.6%의 순이

었다.

<Table 2>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Occupational 

Stres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Item Range
n(%) or
M±SD

M/Item
±SD

Occupational job demand 4 4～16 9.84±2.09 2.46±0.52

stress
insufficient job
control

4 6～13 9.20±1.31 2.30±0.33

interpersonal conflict 3 3～12 6.35±1.32 2.12±0.44

job insecurity 2 2～8 4.17±1.37 2.08±0.69

occupational system 4 6～16 9.40±1.60 2.35±0.40

lack of reward 3 3～12 6.79±1.28 2.26±0.43

organizational
climate

4 4～16 8.11±1.92 2.03±0.48

<Q25 57(27.5)

Q25-<Q50 52(25.1)

Q50-<Q75 43(20.8)

Q75- 55(26.6)

Social supervisor support 4 4～20 14.57±2.85 3.64±0.71

support coworker support 4 8～20 15.45±2.21 3.86±0.55

family support 4 8～20 16.27±2.66 4.07±0.67

3.3 반적 특  및 업 련 특 에 따  사회

적 지지  직 스트레스  차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 업무 련 특성에 따

른 사회 지지와 직무스트 스 정도의 차이를 악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 연령, 배우자 유

무, 최종학력, 흡연상태, 운동여부등은통계 으로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음주여부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음주를 하는 사람이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회 지지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나타났다(t=2.42, p=.020). 업무 련 특성인 총 근무

경력, 재 직 , 직종, 연 등에 따른 사회 지지 정도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 배우자 유무, 최종 학력, 흡연상태, 운동 여부에

따른 직무스트 스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음주여부는 통계 으로 유의한차이를 보 으

며, 음주를하는사람이하지않은사람에비해직무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4 p=.007). 업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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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인총 근무경력, 재 직 , 직종, 연 등에따른직

무스트 스는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않았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M±SD t or F(p) M±SD t or F(p)

Age(year) 25-34 47.60±5.85 1.00 (.394) 55.63±8.85 0.71 (.545)

35-44 45.80±6.39 56.26±7.40

45-54 46.52±5.30 55.33±5.55

55-65 44.89±4.68 52.94±5.81

Spouse Yes 46.26±5.76 -0.11 (.916) 55.16±6.14 -1.81 (.077)

No 46.38±6.65 58.29±10.10

Education High school 46.35±5.57 1.17 (.324) 55.40±6.51 0.53 (.665)

College 47.81±4.55 55.09±4.69

University 46.37±6.04 55.56±7.49

≥Grad school 44.68±6.40 57.25±7.15

Current Never smoked 46.02±6.40 0.28 (.758) 56.06±6.30 0.11 (.898)

smoking Quit 46.72±5.80 55.65±6.46

Smoking 46.12±5.66 55.52±8.20

Exercise Yes 47.03±6.29 1.26 (.211) 54.67±6.03 -1.48 (.139)

No 45.93±5.71 56.23±7.51

Drinking Yes 46.82±5.45 2.42 (.020) 55.12±6.72 -2.74 (.007)

No 43.66±7.34 58.67±8.14

Work <5 47.03±7.06 0.24 (.915) 57.45±10.24 1.05 (.384)

duration 5-<10 46.60±6.41 56.73±7.49

(yr) 10-<15 45.98±6.04 55.30±6.44

15-<20 46.35±5.17 54.44±6.12

≥20 45.83±5.53 55.64±5.86

Current Staff 46.46±6.33 0.30 (.744) 56.58±8.44 1.65 (.195)

position Middle manager 46.32±5.86 55.44±6.02

Chief manager 45.28±4.13 53.42±5.59

Type of Administrative 46.49±6.37 0.19 (.824) 56.03±7.67 0.49 (.613)

occupation Specialized 46.33±6.01 55.03±6.35

Sales/Service 45.83±4.89 56.14±7.03

Annual <3,000 46.08±6.33 0.26 (.901) 58.80±9.79 2.40 (.051)

income 3000-<4,000 47.50±6.05 54.49±4.46

(10,000won) 4000-<5,000 46.27±6.09 55.94±6.23

5000-<6,000 46.13±6.41 54.45±7.18

≥6000 46.09±5.30 55.07±6.15

<Table 3> The Differences of Social Support and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Sample 

Characteristics                      (N=207)

3.4 사회적 지지  직 스트레스  계  

상자의 사회 지지와 직무스트 스와의 상 계

를 확인한 결과 직무스트 스 계갈등은 직무요구

(r=.16, p=.019), 직무자율성 결여(r=.29, p<.001)와 유의

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직무불안정은 직무자율성

결여(r=.19, p=.006), 계갈등(r=.22, p=.001)과 유의한양

의 상 계가 있었으며, 조직체계는 직무자율성 결여

(r=.28, p<.001), 계갈등(r=.40, p<.001), 직무불안정

(r=.2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부 은직무자율성 결여(r=.27, p<.001),

조직체계(r=.61, p<.001)와 유의한양의 상 계가있었

으며, 직장문화는 직무요구(r=.15, p=.036), 직무자율성

결여(r=.17, p=.017), 계갈등(r=.28, p<.001), 직무불안정

(r=.36, p<.001), 조직체계(r=.36, p<.001), 보상부

(r=.3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의 경우 상사지지는 직무요구(r=-.15,

p=.035), 직무자율성 결여(r=-.15, p=.033), 계갈등

(r=-.53, p<.001), 직무불안정(r=-.21, p=.003), 조직체계

(r=-.45, p<.001), 보상부 (r=-.39, p<.001), 직장문화

(r=-.27, p<.001)와유의한음의상 계가있었으며, 동

료지지는 직무자율성 결여(r=-.16, p=.024), 계갈등

(r=-.58, p<.001), 직무불안정(r=-.30, p<.001), 조직체계

(r=-.45, p<.001), 보상부 (r=-.38, p<.001), 직장문화

(r=-.32,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으나,

상사지지(r=.54, p<.001)와는유의한 양의상 계가있

었다. 가족지지의경우 계갈등(r=-.31, p<.001), 직무불

안정(r=-.21, p=.002), 조직체계(r=-.18, p=.008), 보상부

(r=-.25,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으

나, 상사지지(r=.20, p=.004), 동료지지(r=.44, p<.001)와

는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3.4 직 스트레스  향   

상자의직무스트 스에 향을주는요인을 악하

기 하여 변수증감 방식(stepwise)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 독립변수에 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하기

해 다 공선성여부를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는 0.23～0.92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8 ～4.41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도 모두

.8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 다.

종속변수인직무스트 스에 향을미치는융합 요

인을확인하기 하여 일반 특성 유의한변수인 음

주여부와 상자의 업무 련 특성, 사회 지지의 하

역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 다. 통제된 변수 총

근무경력, 직 , 직종, 연 은 Dummy변수로 환하여

분석하 다.

연 이 3,000만원미만인경우(β=3.13, p=.003), 상사지

지(β=-0.76, p<.001), 동료지지(β=-1.12, p<.001)가 직무

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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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ecurity

Occup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Organizational

climat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r(p)

Job demand 1

Insufficient job

control
.04(.569) 1

Interpersonal

conflict
.16(.019) .29(<.001) 1

Job insecurity .13(.053) .19(.006) .22(.001) 1

Occupational

system
.11(.112) .28(<.001) .40(<.001) .26(<.001) 1

Lack of reward .09(.176) .29(<.001) .48(<.001) .27(<.001) .61(<.001) 1

Organizational

climate
.15(.036) .17(.017) .28(<.001) .36<.001) .36(<.001) .34(<.001) 1

Supervisor

support
-.15(.035) -.15(.033) -.53(<.001) -.21(.003) -.45(<.001) -.39(<.001) -.27(<.001) 1

Coworker

support
-.06(.366) -.16(.024) -.58(<.001) -.30(<.001) -.45(<.001) -.38(<.001) -.32(<.001) .54(<.001) 1

Family support .02(.796) -.07(.351) -.31(<.001) -.21(.002) -.18(.008) -.25(<.001) -.12(.079) .20(.004) .44(<.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설명력은 36%(F=39.04, p<.001)로 나타났다. 즉 연 이

3,000만원이하인경우직무스트 스가높았으며, 상사지

지가높을수록, 동료지지가 높을수록직장인의직무스트

스는 통계 으로유의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Occupational Stress

Variables B SE β t p
Toler-
ance

VIF

(Constant) 83.44 2.90 28.79 <.001

income<3,000* 3.13 1.05 0.17 2.99 .003 0.99 1.01

Supervisor
support

-0.76 0.16 -0.30 -4.58 <.001 0.71 1.41

Coworker
support

-1.12 0.21 -0.35 -5.23 <.001 0.71 1.42

*ref: income>6,000 Adj R²=.36, F=39.04, p<.001

4. 논  

본 연구는 직장인의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합 으로 확인하여 직무스트 스 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직무스트 스를사분 로구분한결

과 약 반의 상자가 직무스트 스 수 이 높았다. 남

성 사무직 근로자 15.7%의 직무스트 스가 높다고 보고

한 연구[5]보다는 높은 수 인데 이는 본 연구가 지방에

치한 3개직종의직장인을 상으로한반면선행연구

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상으로 하고

있어 상자의차이로인한결과로사료된다. 한, 철도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9.1%의 상자가 직

무스트 스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20] 본 연구 상자

보다 높은 수 의 직무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철

도 근로자의 경우 공공 서비스 기 이라는 특성과 함께

사고발생 시 형 인명사고로 이어질수 있어직무스트

스가 높은 군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종이나

기 의특성에따라직무스트 스가다름을의미하는것

이므로직무스트 스수 을평가함에있어해당기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사지지, 동료지지와 가족지지 가족

지지 수가가장높게나타나가족지지가상사지지보다

높다고보고한스페인근로자 상의연구결과[22]와 유

사하 다. 한 동료지지 수가 상사지지 수보다 높

아같은도구로측정하여동료지지가상사지지보다높다

고 보고한 사무직 공무원[21]과 소사업장사무직 근로

자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24]와도 유사하 으나 일본

의 제조업 근로자[25]와 우리나라 행정 공무원[22]을

상으로한연구에서는상사지지와동료지지정도가유사

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일 되지 못한

결과는상사지지나동료지지는개별사업장이가지고있

는 특성과 직원들간의 인간 계 등다양한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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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고 있어 일 되게 어느 하나의 지지수 이 높다

고제시할수없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상사지지가

직장인이 경험하는 피로수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3], 동료지지가업무성과향상에 정 향을미치므

로[25] 근로자개인의건강과기업의생산성측면에서사

회 지지를향상시킬수있는방안모색이더 요하다.

사회 지지와직무스트 스하 요인간의 계를살

펴보면사회 지지의 3개하 요인 상사지지만직무

요구와 계가 있었다. 직무요구는 시간 압박과 과다

한직무 책임감등으로인한 스트 스를 의미하고 있

어가족지지와동료지지가 계가없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상사지지와양의상 계가있어상사지지를통

해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 스 수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직무스트 스의 하 요인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

불안정, 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 은 모두 상사지

지, 동료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 자신의

상사와의 상호 계 인지수 이 높을수록 직무에 만족하

고몰입도가높으며[26] 직무활동에서자신의업무에가

치를 느끼고 심리 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27]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016년발표된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 OECD 회

원국 근속년수가가장 짧고고용이가장 불안정한 나

라이며임 불평등 한심화되고있는나라로분류되고

있으나[2]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직무스트 스 하 요인

직무불안정이두번째로낮았다. 이는본연구가정규

직직장인만을 상으로 하고있고 10년 이상 근속한

상자가 70% 이상이어서 직무불안정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음을생각해볼수있다. 한 사회 지지의 3개하부

요인 모두 직무불안정과 음의 상 계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나타났을가능성을고려해볼수있다. 최근고용

불안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그에 따라 직무불안정

스트 스가높아질수있으므로상호지지하는직장분

기로의 조직환경개선을 해직원들간에 화합을도모

할 수 있는 자리 마련과 함께 직원 리를 한 리자

교육 등의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보상부 과 조직체계가 가족지지와

역상 계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 가정과 직장에

서의 역할이양립될수 없는갈등 상황도가족의지원으

로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28]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가직무스트 스의각하 요인에미치는 향

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확

인하는데 제한이 있다. 향후 가족지지를 포함한 가족

련 변수들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

써가족차원에서의직무스트 스해소방안을찾는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상자의 직무스트 스는 연 과 상사지지,

동료지지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이 높은

상자에비해낮은 상자의직무스트 스수 이높았

으며 직무스트 스에 한 연 의 향은 다른 두 변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 은 개인의

능력에 한 보상을 의미한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재직을 하는 주요 이유를 보수라고 응답하고

있어[29]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연 이 낮은 직장인의 직무스트 스 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지지의 하부 요인 상사지지와 동료지지가

직무스트 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사의 지지가

공무원의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21]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무직 직장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사와의 계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심리

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업무 활동에서 의미를 발

견하게하는효과가있다고보고하여[30]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구성원의 복지에 심을 가지고 개

인의 의견에 수용 태도를 보이며 조 인 자세로 업

무를 이끌어 가는, 솔선수범하는 리자가 직장인의 직

무스트 스 감소에 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서

론에서 제시하 듯이 직무스트 스는 다양한 건강문제

의원인이된다. 따라서효율 인인력 리를 한 리

자 교육이 직장인의질병 방을 한방안이될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 직장인을 상으로 업무 련 특성과

개인의정서 환경인사회 지지가직무스트 스에미

치는 향을 융합 으로 살펴보기 해 시도되었다. 분

석 결과 연 과 상사지지, 동료지지가 직무스트 스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일 지역 직장인을 편

의 추출하여 상자를 선정하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무리가있으며선행연구에서직 에따라직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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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에차이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간 리

자이상직 의 표본수가 일반직원에 비해 어 직

의직장인을연구 상으로선정하지못한제한 이있다.

그러나 직장인의 상사지지와 동료지지가 직무스트 스

향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직장인의 직무스트

스완화를 한 략수립의기 자료로활용될수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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