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손상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향을 미치는 국가 이고

세계 인 문제로, 측과 방이 가능하며 이를 해

서는 개인의 행동과 환경, 기술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

구된다[1]. 그러므로 손상은산업보건 분야에서도 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업무와 이와 련된 험은 업무 련 손상을 래할

수 있고근로자의 건강과 안 을 할수 있다[2].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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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한국 임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업무상 손상과의 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자료는 4차 근로환

경조사(2014) 자료를 이용하여 임 근로자 총 36,292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임 근로자의 개인 요인을 통제한 후, 업

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개인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건강이나 안 에의 정도(OR=3.77, 95% CI=2.934-4.844), 주당 49-59시간(OR=1.63, 95% CI=1.023-2.601) 혹은 60시간

이상(OR=2.66, 95% CI=1.683-4.197)의 근무시간, 육체노동직군의 직업분류(OR=1.76, 95% CI=1.218-2.536)가 업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업무상 손상 험에 취약한 근로자 집단을 한 업무상 손상 방 리 략

에 을 맞춘 정책 , 사회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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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working conditions and occupational injuries 

among Korean employee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4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and a total 

of 36,292 data were analyze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occupational injuries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variables. After control of personal factors, 

perception of the threat to health or safety(OR=3.77, 95% CI=2.934-4.844), 49-59 working hours(OR=1.63, 95% 

CI=1.023-2.601), 60 hours or more per week(OR=2.66, 95% CI=1.683-4.197), and manual occupation type(OR=1.76, 

95% CI=1.218-2.536) were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injuries. Our results indicate that working conditions 

influence occupational injuries, and the focus should be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occupational 

injuries to vulnerab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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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산업재해율은 2004년의 0.85%에서 서서히 감소

하여 2013년 0.59%에 이르 고[3],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1만명당 사망자수)과 업무상부상사망10만인율에 의한

사업재해 발생은 장기 으로 감소할 것으로 측되고 있

다[4]. 그러나, 산업 장에서의 다양한 산업재해 방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5], 여 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

은 실정이다.

작업 련손상은모든 손상의 약 3분의 1을차지하며,

근로자 개인의 질병유병율, 장애율 조기사망율의 주

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손실된 수입, 보상 비용, 장기

간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 손실과 의료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6-8]. 국내에서도 손상 험성은

근로자의 경우가 비근로자에 비해 더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작업과 련된 손상 험성 리의 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9].

근로자가 경험하는 부분의 질병이나 손상 등의 건

강문제는 개인 특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2]. 작업 련 손상의 험 결과는 연

령, 교육수 , 성별 등에 따라다르게 나타난다[7, 10-12].

한, 비만 등의 개인의 건강문제 한 업무상 손상과

련이 있다. 비만한 근로자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업무상 손상 험이 있다[13].

이외에도 작업과 련된 손상은 우울 등의 정신 건

강에 부정 향을 미치며, 반 로 우울한 여성의 경우

업무상 손상에 더 취약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여 업무상

손상과 정신 건강과의 한 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11]. 나아가, 작업과 련된 손상은 건강과 련된

삶의 질의 물리 측면에서의 심각한결함을 래하기도

한다[14]. 이처럼 손상이 건강에 미치는 향이 함에

도 불구하고 건강 련 문제 에 상 으로 덜 주목받

아 왔다[1].

최근 손상에 한 기 의 이해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손상을 방하기 한 효과 인 정책을개발하고 분석하

기 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15]. 즉, 손상은 방 가능

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인구집단을 악하고

이들에 한 손상 험 리에 요한 을 두는 것이

요하다[9].

업무상 손상은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 삶의

질, 사회 손실과 의료비용의 증가에도 부정 향을

미친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업무상 손상 련 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의 국내 연구들은 손상과 사

회경제 요인과의 련성을 검증하거나[9], 우울이나 질

환 등의 개인 요인과의 련성을 다루고 있으며[11,

12], 일부 남성근로자의 손상과 근무환경과의 련성을

다루고 있으나[16] 여성 근로자를 포함하고있지 않는 등

의 제한 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 임 근로자의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학 요인과 건강 특성 등의 개인

요인을 통제한 후, 근무환경 특성이업무상 손상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임 근로자의 업무상 손상과 련된

근무환경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구체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임 근로자의 개인 요인과 근무환경 요

인과 업무상 손상과의 계를 악한다.

둘째, 한국 임 근로자의 업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

는 근무환경 요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한국 임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업무상 손

상과의 계를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료  대상

본 연구 수행을 해 4차 근로환경조사(2014) 자료를

이용하 다. 이 자료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승인번호 제38002호) 자료이며, 산업안 보건연구

원에 본 연구의 목 을 제시하고 원본 데이터를 제공받

았다.

본 연구의 상자는 4차근로환경조사 자료 에서임

근로자 36,614명을 상으로 하 다. 업무상 손상 련

요인을 확인하기 해 지난 12개월 동안의 손상여부에

한 부 한 응답자 295명과 손상경험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손상 여부에 해 응답하지 않은 27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은 36,292명의 자료를 이용하 다.

2.3 연 도

2.3.1 업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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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손상을 정의하기 해본 연구에서는제4차 근

로환경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다음 질문문항을 이용하

다.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업무상 손상은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업무상 손상(사고로 다침)과 련한 건강상

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그 다’, ‘아니

다’의 응답으로 측정하 다. 즉, 본 연구에서의업무상 손

상은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제한된다.

2.3.2 대상  개 적 

상자의 개인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 , 월수입,

주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 다.

연령은 30세 미만, 30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49

세 이하, 5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 다. 주 건강상

태는 ‘귀하의 건강상태는 반 으로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한 응답으로 평가하 다. 매우 좋음과 좋은 편

이라고 응답한 경우 ‘좋음'으로, 보통, 나쁜편, 매우나쁨

으로 응답한 경우 ‘좋지 않음'로 재분류하 다.

2.3.3 근 환경  

상자의 근무환경 요인은 업무의 안정성, 직업분류,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교 근무, 고용형태를 포함하

다. 업무의 해성은 ‘귀하는 하시는 일이 귀하의 건강이

나 안 에 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한 응답

으로 ‘그 다’와 ‘아니다’로 응답한 결과에 따라 업무의

안정성 유무(yes/no)로 구분하 다. 직업분류는 한국표

직업분류 분류에 의해 리자, 문가, 기술공

문가, 사무 종사자를 문직군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매 종사자를 서비스직군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

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군인을 통틀어 육체노동직군으

로 분류하 다.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가 1-4명, 5-49명,

50-299명, 300명 이상으로 분류하 다.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미만, 40시간이상 49시간이하, 50시간 이상 59시

간 이하, 60시간 이상으로 분류하 다. 교 근무는 /아

니오로 구분하 고, 고용형태는 근로지속가능여부와 계

약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분류하 다.

2.5 료분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상자의 개인 요인과 근무환경 요인 등 주요

변수의 서술 통계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상자의 개인 요인과 근무환경 요인에 따른 업무상 손

상의 계는 카이검정으로 분석하 다. 임 근로자의 업

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다변

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개 적   근 환경 과 업

상 상과  련

상자의 개인 요인과 근무환경 요인에 따른 업무

상 손상과의 계는 Table 1과 같다.

상자의 성별(p<.001), 연령(p<.001), 교육수 (p<.001)

등의 인구학 특성과 주 건강상태(p<.001)에 따른

업무상 손상과의 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 다. 즉, 남성근로자의 경우(1.4%) 여성근로자(0.8%)

보다 손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군 별로는

50-59세 1.4%, 40-49세 1.2%, 60세 이상 근로자군의

1.1%가 업무상 손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

육수 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은 졸 이하군이 1.7%,

고졸 1.5%, 졸 이상이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 련 요인에서는 업무의 건강이나 안 에의

정도(p<.001), 직업분류(p<.001), 사업장 규모(p=.030),

근무시간(p<.001), 고용형태(p<.001), 교 근무 여부

(p=.021)가 업무상 손상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업무에 해 건강이나 안 에 험하다고 인식하

는 집단의 3.5%가 업무상 손상 경험이 있어 그 지 않은

집단(0.7%) 보다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분류에

서는 문직군의 0.5%, 서비스직군의 1.0%, 육체노동직

군의 2.0%가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육체

노동직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명 규모에서 1.2%, 40명 미만 규모에서 1.0%가 업무

상 손상경험이 있다고 하 다. 한, 근무시간에 따른차

이를 살펴보면, 60시간 이상군에서는 2.6%, 49시간 이상

59시간 미만에서는 1.3%, 40시간 미만군은 1.0%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군에서는 0.9%, 비정규직군에서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 근무를 하는 근로자 집단

의 1.5%, 그 지 않은 집단의 1.1%에서 업무상 손상 경

험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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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  업 상 상에 향  미치는 근

환경 

업무상 손상과 련된 근무환경 요인을 악하기

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련성을 보인 근로자의 개

인 요인을 통제한 후 업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근

무환경 요인을 확인하기 해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 다. 임 근로자의 개인 요인 에서 주

건강(p<.001)은 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

무환경 요인 에서 업무의 건강이나 안 에의 정도

(p<.001), 직무분류(p=.022)와 근무시간(p=.0.091)이 업무

상 손상과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즉, 자신의 업무가건강이나 안 에 이된다

Variables　 Categories

Total Injury

x2 p(N=36,292) No(n=35,893) Yes(n=399)

n (%) n (%) n (%)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8,633 (51.3) 18,370 (98.6) 263 (1.4) 33.616 <.001

female 17,660 (48.7) 17,523 (99.2) 136 (0.8) 　 　

total 36,292 (100.0) 35,893 (98.9) 399 (1.1) 　 　

Age < 30 344 (0.9) 342 (99.4) 2 (0.6) 21.621 <.001

30-39 9,203 (25.4) 9,137 (99.3) 66 (0.7) 　 　

40-49 15,170 (41.8) 14,993 (98.8) 177 (1.2) 　 　

50-59 9,109 (25.1) 8,982 (98.6) 127 (1.4) 　 　

≥60 2,466 (6.8) 2,439 (98.9) 27 (1.1) 　 　

total 36,292 (100.0) 35,893 (98.9) 399 (1.1) 　 　

Education ≤middle school 4,334 (12.0) 4,260 (98.3) 74 (1.7) 68.093 <.001

high school 13,190 (36.7) 12,992 (98.5) 198 (1.5) 　 　

≥college 18,448 (51.3) 18,327 (99.3) 121 (0.7) 　 　

total 35,972 (100.0) 35,579 (98.9) 393 (1.1) 　 　

Self-rated health not good 9,298 (26.0) 9,071 (97.6) 227 (2.4) 209.422 <.001

good 26,440 (74.0) 26,275 (99.4) 165 (0.6) 　 　

total 35,738 (100.0) 35,346 (98.9) 392 (1.1)

Working environment

Perception of the
threat to health or
safety

no 30,637 (85.2) 30,431 (99.3 206 (0.7) 343.701 <.001

yes 5,307 (14.8) 5,119 (96.5 188 (3.5) 　 　

total 35,944 (100.0) 35,550 (98.9 394 (1.1) 　 　

Occupation type professional 15,778 (43.5) 15,700 (99.5 78 (0.5) 135.823 <.001

service 9,054 (25.0) 8,960 (99.0 94 (1.0) 　 　

manual 11,436 (31.5) 11,209 (98.0 227 (2.0) 　 　

total 36,268 (100.0) 35,869 (98.9 399 (1.1) 　 　

Workplace size (No.
of employees)

<5 7,450 (21.1) 7,366 (98.9 84 (1.1) 8.968 .030

5-49 18,453 (52.2) 18,230 (98.8 223 (1.2) 　 　

50-299 6,685 (18.9) 6,628 (99.1 57 (0.9) 　 　

≥ 300 2,793 (7.9) 2,772 (99.2 21 (0.8) 　 　

total 35,381 (100.0) 34,996 (98.9 385 (1.1) 　 　

Working hours (per
week)

<40 5,185 (15.2) 5,135 (99.0 50 (1.0) 88.729 <.001

40-48 21,531 (63.1) 21,364 (99.2 167 (0.8) 　 　

49-59 4,431 (13.0) 4,374 (98.7 57 (1.3) 　 　

≥60 2,956 (8.7) 2,879 (97.4 77 (2.6) 　 　

total 34,103 (100.0) 33,752 (99.0) 351 (1.0) 　 　

Employment category regular 26,832 (74.4) 26,580 (99.1 252 (0.9) 17.215 <.001

non-regular 9,210 (25.6) 9,076 (98.5 134 (1.5) 　 　

total 36,042 (100.0) 35,656 (98.9 386 (1.1) 　 　

Safety education no 12,328 (35.8) 12,177 (98.8 151 (1.2) 1.346 .246

yes 22,087 (64.2) 21,847 (98.9 240 (1.1) 　 　

total 34,415 (100.0) 34,024 (98.9 391 (1.1) 　 　

Shift work no 32,256 (89.8) 31,914 (98.9 342 (1.1) 5.318 .021

yes 3,646 (10.2) 3,592 (98.5 54 (1.5) 　 　

total 35,902 (100.0) 35,506 (98.9 396 (1.1) 　 　

Table 1. Association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jury       
(N=3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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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는 근로자군은 그 지 않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

상 험이 2.9배 높았고, 육체노동직군은 문직군에 비

해 1.7배 높았으며, 40시간 미만 근로자군에 비해 49시간

이상 59시간 이하인 근로자군은 1.6배, 60시간 이상 근

무하는 근로자군은 2.6배 업무상 손상 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이 연구는 근로환경조사(KNHANES) 자료를 이용하

여 한국 임 근로자의 인구학 ․건강 특성등의 개인

요인 근로환경 특성과 업무상 손상과의 계를 확인

하 다. 지난 12개월 동안 업무상 손상 경험이 있는 비율

은 약 1.1%이었다. 업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업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근무환경 요인은 건강이나 안 에의 정도, 직무분류

와 근무시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무가 자신의 건강이나 안 에 이 된다고 인지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손상 경험이 더높았다. 이는,

Xiao 등의 산업장의 안 한 환경과 작업 손상과의 계

를 악하기 해 제조업 근무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

과, 근무자들이 작업환경을 안 하게 인식하는 것은 의

도되지 않은 작업손상을 이는데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17]. Cook 등은 의료기

종사자의 근무시설에 해 안 한 환경에 한 인식과

근로자 손상과의 계를 연구할 결과, 안 환경에 한

근로자의 정 인식이 작업 련 손상과 질병 발생률

의 감소와 련이 있음을 보고하 다[18]. 한, 안 행

동을 강조하는 조직의 안 환경 구축 노력은 업무 련

손상을 이므로[19, 20], 근로환경에 한 안 평가

안 환경 조성을 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Lower Upper

Gender male 1.195 0.913 1.565 .195

female 1.000

Age < 30 1.000 .194

30-39 0.639 0.172 2.367 .503

40-49 0.893 0.246 3.243 .864

50-59 0.727 0.200 2.648 .629

≥60 0.560 0.143 2.192 .405

Education ≤middle school 1.015 0.632 1.630 .952

high school 1.116 0.820 1.519 .486

≥college 1.000 .717

Self-rated health not good 2.920 2.292 3.719 <.001

good 1.000

Perception of the threat to
health or safety

no 1.000

yes 3.770 2.934 4.844 <.001

Occupation type professional 1.000 .008

service 1.267 0.858 1.872 .234

manual 1.757 1.218 2.536 .003

Workplace size (No. of
employees)

<5 1.044 0.612 1.781 .874

5-49 1.201 0.750 1.923 .445

50-299 0.995 0.594 1.667 .984

≥ 300 1.000 .568

Working hours (per week) total 1.000 <.001

40-48 1.332 0.881 2.015 .175

49-59 1.631 1.023 2.601 .040

≥60 2.658 1.683 4.197 <.001

Employment category regular 1.000

non-regular 1.196 0.897 1.595 .223

Shift work no 1.000

yes 1.065 0.744 1.524 .732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x2=8.070, p=.427; Hosmer–Lemeshow goodness-of-fit test.

Table 2.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Occupational injury in Korean employe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orking environment                                                   (N=3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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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안 에 한 인식 차

이를 보고한 일 연구[21]를 참고할 때, 근로자의 인식을

반 하여 업무의 험성을 고려하고 안 증진을 한

노력이 요구된다.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문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더 높은 업무상 손상 험성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근로집단이 비근로집단보다 손상 험이 높았으며, 육체

근로자인 경우 더욱 손상 험성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

고한 선행연구의 결과[9]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 사

무직군과 육체근로직군의 업무상 손상을 비교하기 한

코호트 연구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업무상 손상 험성이 2-3배 더 높고, 근

골격계 질환이나 손상에 의한 의학 치료를 받은 건수

도 더많았다고 보고한 결과[5]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

한 양상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 산업재해 발생 황 분

석결과[2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조업, 건설업 등

은 재해자의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서비스업에서

재해자는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에, 제조업, 건설업 등에

서는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집단은 문직이나 서비스직

에 종사하는 근로자집단에 비교할 때 업무상 손상의 취

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인구집단에

을 맞춘 업무상 손상의 험요인 규명 방 로그램

이 요구된다.

한, 업종별 근로자의 건강증진 로그램의요구도와

필요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조 ․ 건설업 등

의 육체노동 업종에서 보호구 착용 등의 손상 방을

한 로그램의 요구도와 필요도가 높은것으로 밝 졌다

[23]. 따라서,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한

보다 심층 인 분석이 요구되며, 근무환경의 안 리

방안 마련과 수행을 한 략을 마련하기 한 노력이

요하게 요구되는 시 이라 여겨진다.

한편, 근무시간은 업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험

요인으로확인되었다. 즉, 임 근로자의 장기간 근로시간

은 업무상 손상 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하의 조선업 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주 56시간 이상의 작업시간은 5시간 미

만의수면시간과나쁜 수면의 질, 높은피로도, 졸 이상

의 교육수 과 함께 산업재해 련요인으로 보고되었다

[24]. 한, 근로시간이길수록 산재율이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12, 25].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산업재해

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12]와 맥

을 같이 한다. 이처럼 장시간의 노출과 오랜 근무환경의

향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다

[12, 26]. 장시간의 근무는 비만, 우울 등의 신체 ․정신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있다[27, 30, 31]. 미국의 2010년

2010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비만 련 요인을 악한 Luckhaupt 등의연구를 살펴보

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지 않은 경우보

다 비만 유병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22]. 한, 비만한 근로자의경우 업무상 손상 발생의

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8, 29]. 즉, 근무

시간이 길수록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업무상 손상 험을 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국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한 Zeng 등의 연구에서 주 40시간 이상의 긴

근로시간에 노출된 근로자는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

건강 험성이 1.3배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30]. 국내에

서도 2014년에실시된제 4 차근로환경조사 자료를이용

하여 임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근무조건에 따른 우울과

의 계를 분석한 선생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

의 경우 장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서 우울 의심 발생

이 증가하 고, 주당 근로시간이 남성은 68시간을 과

하는 경우, 여성은 52시간을 과하는 경우 우울 의심이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31]. 즉,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정신건강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기간의 근로조

건에 노출되어 있는 조건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건강

에 부정 향을 미치는 심각한 업무조건을 리하기

한 매우 요한 자료로 이끌어 갈 수있을것으로생각

된다[32]. 즉,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안 을 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 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22]. 최근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려

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33], 근로 시간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한 다각 시도를 통해 근로자의 건

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 4 차 근로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 으므

로, 본 조사 자료에 흡연, 음주등의 근로자의건강행태를

측정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 행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 다. 한,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업무

상 손상(사고로 다침)과 련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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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라는 질문에 한 응답으로 업무상손상을 측정하

으므로 손상 종류나 강도 등의 자세한 정보를 얻는데

제한 이 있으므로 이에 한 후속연구들이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단면 연구 설계로 인하여 인과 계를

명확히 구명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으므로결과 해석에

신 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의 근로자

를 표본으로 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이용했다는 에

서 자료의 표성이 비교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개인 요인을 통제한 후 건강

에 향을 미치는 근로 환경요인을분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지속 이슈가 되고있는 근무 환경개

선과 맞물려 건강이나 안 에 한 , 직무분류와 장

시간의 근로시간 등의 취약한 근로조건이건강에 부정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향후 근로자

의 건강증진을 한 근로환경 개선에 유용한 자료를 제

공하 다.

5. 결론  제언

우리나라의 근무 환경은 선진국 비 열악한 수 이

며, 특히 업무상 손상은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

삶의 질, 사회 손실과 의료비용의 증가에도 부정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임 근로자의 업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근무환경 요인을 규명하기 하여 제4차 근

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업무의

건강 안 에 한 을 느끼는 경우와 육체 노동

군에 속하는 임 근로자들이 문직군 혹은 서비스직군

보다 업무손상 험성이 더 높았으며,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업무상 손상 발생이 더욱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상 손상 험에 취약한 근로자 집단을 한 업무상 손상

방 리 략에 을 맞춘 정책 , 사회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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