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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ob stress measurement for applying in nuclear power plants(NPPs). 

Background: The standard and guideline to evaluate and manage the job stress is insufficient in NPPs. Although job stress 
might have a negative effect on task performance particularly it can be related with human error in NPPs. Method/Results: 

This paper considered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stress measurements. One of the questionnaire(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and the experiment method was investigated to apply in NPPs. KOSS was analyzed about the inter item consistency 
and correlation with the workload, and relative importance. In the objective evaluation considered the experiment method for 

the physical and mental job stress and analyzed from the phased point of view. Conclusion/Application: The measurement 

and criteria to evaluate job stress for operators must be complemented on the job characters and environments in NPPs. This 
study may support to confirm and manage the job stress in NPPs. The study of more specific methodology on job stress in 

NPPs is required on the basis of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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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Necessity of Stress Management 
for NPPs 

1.1 The importance of stress management for NPPs 

원자력 산업에서 업무량, 인원, 교대형태, 근무환경, 자격, 

교육훈련 등은 인적오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사자 개인에게는 피로, 

스트레스, 부담 등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적인 요소들은 원자력 산업의 환경과 같은 물리적 요인

과의 상호작용으로 심각한 파급영향을 발생하여 인적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Lee, 2012).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원전에서 발생한 인적 요인 

관련 사건 및 고장 사례 38건을 환경, 조직, 종사자 개인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소가 직접 영향을 준 사

례의 비중이 40.7%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의 개인요소는 

누락, 인지오류, 위반 등을 일으키지만, 작업자 상태를 나타

내거나 종사자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충분히 파악

되지 못하고 있다. 몇 국내 원전 사고/고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종사자 개인의 자격, 훈련, 피로 및 스트레스가 

두드러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안이 

미진한 실정이다. 인적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종사자 개인의 상태(스트레스, 수면, 피로, 

작업부하, 생체리듬 등)인데, 기존의 인간신뢰도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단순히 정량적 확률의 보정치로 취급되는 

상황이다(Le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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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최대의 불확실성 요소

로 지적되어 온 인적오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사건이 발

생된 후 이루어지는 회고적(retrospective) 분석이 대부분

이고, 사전조치로는 인간신뢰도분석(HRA) 등과 같이 인적

오류 발생의 정량적 확률을 평가하여 전체 안전성에 통합하

는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원전 설계의 인허가 과정에서 설

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인

터페이스 관련 인간공학 기술은 급격히 발전한 데 비하여, 

운영에 요구되는 종사자 특성 및 근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국

제원자력안전협약에 의해 근무, 자격, 훈련, 업무량, 안전문

화, 조직행정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법규에서 요구하여 주기

적 안전성 평가(Periodic Safety Review)를 수행하고 있

으나, 상위 수준의 요건들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평가 

및 관리 기술은 물론 기술기준도 불확실한 형편이다. 특히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경우에는 일반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의 관리기준 및 지침의 적용도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Lee et al., 2011). 

스트레스는 외부자극에 대한 생체의 반응이므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직무 수

행에 도움을 준다. 잘 관리된 스트레스는 계획된 변화, 개인

적 성장,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지만, 직무 기대와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급격히 소진 상태에 빠

뜨려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우선 질병 

관점에서 질병위험요인의 악화, 손상, 약물중독, 알코올 남용, 

흡연, 사회부적응, 결근 등과 같은 부정적 파급 효과와 급격

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 분야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관리지침이 없어 일반 산업

에 적용되는 KOSHA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고신뢰도의 

안전 요건을 가진 원자력 분야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 및 관

리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 

1.2 A brief review on previous studies of job stress 

원자력과 유사한 고신뢰도 산업인 항공, 철도, 해양 분야

의 직무스트레스 연구는 대부분 정신적 직무스트레스 측정

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설문형식을 

이용한 주관적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나 직무 특

성 반영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항공 산업에서는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관적 평가 방법으로 규명하였

고 특히 조종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

발하다. 철도 분야에서는 철도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인

적오류와의 영향관계 연구가 활발하며,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해양 안전 및 선박 사고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타 산업 분야 및 국외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의 직무스

트레스 관리는 방법론상으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는 Fitness For 

Duty(FFD) 기준을 개발하여 종사자 업무 적합성 판단, 건

강진단, 정신건강, 약물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행동관찰, 

피로 등 총 15개 선택 관리요소를 정의하고 관리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에서는 직무스트레스 관리 절차를 개발하여 산업 전반 종사

자들을 관리하고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에서는 스트레스 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스트레스 측

정 및 관리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

하여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원전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한 일부 연구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Kim et 

al., 2006) 스트레스 요인과 조직성향과의 관계 그리고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Hwang & Lee, 2010)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측정도구에 기반된 것으로 원전 특성을 상세히 적용하

지 못하고 있다. 

2. A Methodology of Stress Measurement 
and Evaluation 

2.1 Subjective measurement methods 

주관적 스트레스 측정 및 평가 방법은 주로 신뢰성이 확인

된 기존 설문지 및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된 설문지를 

이용한다. 측정이 용이하며 작업 수행에 방해되지 않고 설문

지 이외에 기타 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반

면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도출된 결과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설문항목이 직무스트레

스의 발생 원인 및 결과 모델을 기반으로 직무 성격에 맞도

록 개발되었다. 제조업, 사무직, 특수 업종 등 타 산업 분야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직무스트레스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Jang, KAERI/AR-959, 2012). 

 

1)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이하 KOSS) 

2005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트레스 측정 및 평가도구의 필요

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발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Chang et al., 2005)로 산업 전반에

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KOSS는 전국의 사업장 근로자 30,146명을 토대로 타당

도와 신뢰도 평가를 거쳤으며 한국인의 직장문화와 사고방

식 등을 고려하여 직무상 경험되는 스트레스를 설문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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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는 주관적 측정도구로 다양한 산업의 직무스트레

스 분석 및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2) Job Content Questionnaire(JCQ) 

근로자가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Karasek

에 의해 Job Content Questionnaire가 1985년 개발되었다. 

이는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직무스트레스 연구를 위한 실

용적이고 간편한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문적, 실

천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현재 JCQ는 유

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 멕시코, 브라질, 

대만 등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3) SCR-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 

정신의학적 면담의 보조수단으로 개발한 것으로 그 타당

도와 신뢰도를 높여온 자기보고형 평정검사로 국내에서는 

1978년 번역하여 소개한 이후 세 번에 걸친 표준화 연구를 

거쳐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4)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SRRS) 

개인적, 사회적, 가족적, 직업적인 변화의 영역에서 스트레

스의 적응 정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SRRS)는 백인, 흑인, 

멕시코인, 스웨덴인, 서유럽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다른 종족,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사회계급,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증

명되었다. 

 

5) 한국판 직무스트레스 검사(Korean Version of Occupa- 

tional Stress Inventory, K-OSI) 

피검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

었고,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증하고 표준화한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이다. 지각된 스트레

스 요인, 대처자원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1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다차원적 검사이다. 

 

6) PWI-SF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의 단축형으로 Goldberg의 

GHQ-60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단계에 걸

친 문항수정과 척도의 수정을 거쳐 45개의 문항을 18문항

으로 단축한 측정도구이다. PWI-SF는 정신과적 문제를 갖

고 있는 사람과 정상인을 구별하기 위한 진단학적인 목적 보

다는 정상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개발된 것이다. 

 

7) 면접조사 

면접이란 질적 연구방식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과

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법이다. 연구자나 전문가가 제시한 

스트레스의 항목과 이를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 정량적인 방

식으로 알아보는 방법과는 달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

초한 정보습득에 그 목적이 있다. 면접을 통한 방식이 표준

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긴 하나 상기한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 같은 주관적 직무스트레스 측정 방법을 기반으로 원전

의 직무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방사능의 

위험, 유지보수 기간의 집중적 정비, 보수적인 안전확보 노

력, 사회적, 인식, 교대근무 등 원전 특이의 복합적인 직무스

트레스 요인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들의 원전 적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가 필요하다. 

2.2 Objective measurement methods 

객관적 스트레스 측정 방법은 대표적으로 의학적 방법과 

실험 계측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학적인 측정 방

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코티졸을 측정하는 방법과 체온, 호

흡 등을 측정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스

트레스 반응으로 신체 내부 코티졸(cortisol)을 비롯한 신경

내분비가 증가하게 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Kang 

et al., 2003). 코티졸은 혈액, 타액, 뇨액을 통하여 채취가 

가능하지만, 혈액뿐만 아니라 타액과 뇨중 지수의 측정은 측

정시간 및 채취기법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빈번한 채취와 침습적인 혈액채취방법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있다. 

Sakata(2002)는 얼굴과 손바닥의 온도분포변화에 따른 

생활행동의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과 코 주위의 피부에 현저한 온도변화가 일어난다고 

발표하였다. Fried(1993) 등은 호흡에는 횡경막 호흡과 가

슴 호흡(스트레스 호흡)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시 주로 

가슴 호흡을 하게 되며, 횡경막 호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호흡이 얕고 빠르며 가슴과 어깨의 움직임이 심하다고 발표

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해 위에 상술한 생리적 변화를 일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생리적 변화가 모두 스트레스로 인

하여 발생한다고 확정하기에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 주

관적인 측정법과 의학적인 측정법이 갖고 있는 상대적 제약

으로 인해 전기피부반응(Galvanic Skin Response; GSR), 

근전도(Electro-myography; EMG), 심전도(El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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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gram; ECG), 뇌파(Electro-encephalogram, EEG) 

등 계측적인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GSR 

피부전도율은 신경의 각성 수준에 따라 교감신경계와 부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하여 피부 부위에 따라 작용하는 EDA 

(Electro-dermal activity)의 일종이다. Ryu(2009)의 연

구에서 각성 수준이 높을 때 GSR을 통하여 생리신호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남을 보였으나, 인지적 측면의 스트레스 평가

척도로서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EMG 

근전도는 근섬유(muscle fiber)를 따라 전도되는 운동활

동전위(motor unit action potential)로서, 근육이 수축 이

완될 때 발생된다. Oh & Lee(2012) 등은 크레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EMG를 이용하여 작업부하를 측정하여, 스트레스

를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EMG는 근육부하 

중심의 직무스트레스 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ECG 

심장 운동으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심박수가 증가되거나, 심박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가 증가된다. Sin et al.(2008) 

등은 철도의 승차감 연구에 ECG를 활용하였다. ECG 분석

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작용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통합

적인 스트레스 척도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4) EEG 

뇌신경세포들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신호를 두

피에서 측정한 것으로, 두뇌의 상태를 기준으로 각성 수준은 

물론 부하와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다. Song et al.(2011)

은 EEG를 이용하여 기관사의 각성도와 스트레스를 측정하

였다. EEG는 두뇌 활동신호이므로, 인지적 성격이 뚜렷한 

직무의 스트레스 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An Application Review of a Subjective 
Measurement Method for NPPs 

3.1 An application review of the KOSS at nuclear plant 

workers 

본 절에서는 앞서 제기한 주관적 직무스트레스 측정도

구들의 원전 적용 적합성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KOSHA 

CODE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한국

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가 원전 종사자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원전 산업의 직무스트레스를 충분히 

측정/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KOSS의 신뢰도, 

작업부하-스트레스 관계, 종사자 체감 스트레스 요인과의 

비교 3가지 측면으로 수행되었다. 

 

1) 원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가. 직무스트레스 검토 대상 
 

선행 연구에서는 고신뢰도 산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 방사선보건연구원(RHRI: 

Radiation Health Research Institute)에서 실시한 직무스

트레스 측정 자료들 중 원전의 특수성을 내포한 대표적 직

군으로 원전 운전원을 선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검토하였다. 

대상이 된 운전원은 남성 256명으로 평균 연령은 38.19세

였다. 
 

나. 원전 종사자(운전원)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결과 
 

KOSS에 의해 측정된 원전 운전원의 직무스트레스의 환

산점수가 아래 Table 1과 같이 도출되었다. 8개 요인의 각 

평균 환산점수에 따라 원전 운전원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직

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자율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

준 및 기술적 재량, 업무예측 가능성, 기술적 자율성, 직무 

수행 권한에 대한 측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직무불

안정과 직무 요구가 직무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영역별 환산점수는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에서 제공하는 KOSHA CODE-H-42 상의 한국 근

로자의 중앙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하였다(Figure 

Table 1. The KOSS result of NPPs(N=256) 

Subscales Mean ± S.D. Median 

Physical environment 30.71±16.15 33.33 

Job demand 42.20±14.57 41.67 

Insufficient job control 45.89±11.84 46.67 

Interpersonal conflict 30.96±12.55 33.33 

Job insecurity 42.60±11.36 44.44 

Organizational system 37.26±11.36 33.33 

Lack of reward 35.61±11.53 33.33 

Occupational climate 33.82±12.81 33.33 

Total 37.39±8.73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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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결과 8개의 요인과 환산점수로 이루어진 9개 항목에

서 원전 운전원과 타산업 종사자 사이에 직무스트레스 중앙

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p<0.05), 

원전 운전원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적게 

측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분위수 25(p<0.05), 50(p<0.05), 75(p<0.05)

에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타 산업에 비해 적게 나

타났다. 

2) 원전 종사자에 대한 KOSS 적용성 검토 
 

가. 측정도구의 통계적 검정 
 

원전 종사자에 적용한 KOSS의 적용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inter-item consistency)를 나

타내는 신뢰도 계수 Cronbachα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

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8개 직무스트레스 요인

의 Cronbach'α값 범위가 0.501~0.827이었으며 가장 높

은 신뢰도 계수를 보인 것은 조직체계(α=0.827)였고 직

무자율(α=0.501), 직무불안정(α=0.559) 등이 낮은 값

을 보였다. 
 

 

나. 작업부하 측면의 연계성 검토 
 

작업부하 측면의 연계성 검토는 기존 수행된 작업부하 및 

직무스트레스 연구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KOSS의 

원전 적용 시 건전성 재고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작업부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영

향 요인으로써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Kim, 2008). 이에 본문에서는 피험자의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 작업부하 측정 방법인 NASA-TLX

를 이용하여 원전 종사자와 타 산업 종사자의 작업부하를 

비교함으로써 원전 종사자의 KOSS 적용 스트레스 평가 결

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비교 대상으로는 철도 산업 종사

자(현장직)를 선정하였다. 철도 산업은 원자력 산업과 같은 

고신뢰도 대형 체계 산업으로 종사자 직무 중 교대근무, 연

장근무 및 보수적인 안전확보 노력 등 유사성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하여 선정하였다. 

원전의 MCR 운전원 10명을 대상으로 NASA-TLX를 

이용하여 근무투입 전/후 작업부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비교하고자 하는 타 산업 직종은 철도 산업으로 서울고속기

관차승무사업소와 부산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

장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NASA-TLX에 따른 작업부

하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였다(Lee, 2007). 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원전 종사자가 느끼는 직무부하의 정도가 철도 산

업(KTX) 종사자에 비해 큰 값(p<0.10)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하철 근로자의 KOSS 적용 직무스트레스 연구

(Yoon, 2007)에 따르면, 지하철 근로자(현장직) 1,492명의 

직무스트레스 환산점수는 46.10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

된 원전 종사자의 37.39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p< 

0.10)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직무스트레스 체감 요인의 비중 검토 
 

원전 종사자가 체감하고 있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이 

KOSS 측정 문항에서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른 운전원 체감 스트레스 요인은 

Table 3. A workload analysis between NPPs and 
Railroad industry 

 NPPs Railway 

Mean 69.8 59.3 

S.D. ±11.03 ±6.4 

t-value 2.045 

p-value 0.058 

Table 2. An inter-item consistency analysis of KOSS 

Subscales No. of item Cronbach'α 

Physical environment 3 0.603 

Job demand 8 0.805 

Insufficient job control 5 0.501 

Interpersonal conflict 4 0.811 

Job insecurity 6 0.559 

Organizational system 7 0.827 

Lack of reward 6 0.783 

Occupational climate 4 0.601 

원자력 산업(중위수) 타 산업(중위수) 

Figure 1. A comparison graph of job stress between 
industries based on K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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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업무과중, 근무분위기, 경영방식, 의사소통, 형식적 

교육, 복리후생, 기타 요인으로 기타 요인은 외지근무 및 원

전에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e et al., 1997). 분석 결과, 교대근무와 업무과중이 58%

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OSS의 측정 문항 43개와 조사된 직무스트레스 요

인 8가지를 상호 비교하여, 실질적인 원전 종사자의 스트레

스 요인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그 결

과는 Table 4와 같았다. 

반면 원전 종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트레스 요

인으로 조사된 교대근무(38%)의 경우, KOSS의 43개 문항 

중 11.6%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대근무로 

발생되는 직무스트레스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2 The countermeasure for application of KOSS 

본 연구에서 수행한 KOSS의 원전 종사자 적용성 검토 결

과 및 그에 따라 제시한 측정도구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증진 

 

문항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을 도출한 결과 물리환경,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직장문

화에 대해 0.501~0.603로 높지 않은 신뢰도를 보였다. 낮

은 신뢰도에 따라 설문의 건전성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문항 

및 문구의 수정, 추가, 삭제 등을 통해 신뢰도의 개선을 고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종사자에 대한 KOSS 적용을 

위해서는 4개 요인 18개 문항에 대한 보완을 재고할 필요

가 있다. 

 
2) 작업부하 측면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문항 설정 

 

원전 종사자의 작업부하와 KOSS에 의해 조사된 직무스

트레스 환산점수를 철도 산업 종사자와 비교한 결과 KOSS

가 원전 종사자의 작업부하 요소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할 가

능성을 재기할 수 있다. 따라서, KOSS에 의해 도출된 원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원전 종사자의 직무는 절차서의 흐름에 따

라 수행되고, 수행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규정이 명확한 성격

을 가지게 된다. 특히 비상상황 시 및 원전의 비정상 상태, 

주기적 유지보수 기간의 업무량 증가, 그리고 교대근무 등은 

원전 종사자 특유의 직무스트레스 발생 및 증가 원인이 된다. 

원전 특유의 환경 및 종사자 직무 성격에 따라 타 산업의 

직무스트레스 영향 요인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원전 종사자에 대한 KOSS의 적용을 위해서는 원전 직무 

및 작업부하 요인의 반영을 고려할 수 있다. 

 

3) 직무스트레스 체감 요인 및 상대적 비중을 고려한 문항 

구성 

 

KOSS의 43개 측정 문항은 원전 종사자가 체감하는 직무

스트레스 중 교대근무, 복리후생, 기타 요인(외지근무, 사회

적 인식 등) 등 원전 특유의 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문항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전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비중에 비례하는 문항 구성과 원전 직무스트레스 체

감 요인을 감안한 문항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8%로 가장 비중이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조사된 교대근무의 세부 스트레스 요인과 그 반영도를 분석

Table 4. The comparison between KOSS results and 
analyzed job stress of KINS 

Ratio 
Stress factor 

Stress rate 
(%) 

Rate of KOSS Item
(%) 

Shift work 38.0 11.6 

Excessive work 20.0 18.6 

Work climate 10.0 34.8 

Management method  9.0 25.5 

Communication  8.0  9.3 

Formal Education  7.0  6.9 

Welfare  6.0  2.3 

Other factors  2.0  4.6 

Table 5.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 on shift work in KOSS

Stress factor of sift work 
KOSS Item 

S1 S2 S3 S4 S5 S6 S7

Work & family 
Balance - - - 1  - -

Permissions to 
perform tasks - 1 - - - - -

Expect invalid - 1 - - - - -

Monetary 
compensation - - - - - - 1

Inner motivation - 1 - - - - -

Expected 
compensation - 1 - - - - -

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 - -  1 - -

Reflection - 4 - 1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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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수면장애(S1), 정신적 영향

(S2), 신체적 영향(S3), 가정 생활(S4), 사회활동 미흡(S5), 

피로 해소 불충분(S6)과 급여/수당 불만족(S7)등 7가지 직

무스트레스 체감 요인을 우선 추정할 수 있다(Kim et al., 

2007; Choi et al., 2009; Park et al., 2012).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7자지 교대근무

에 인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정신적 영향(S2), 가정 생활

(S4), 사회활동 미흡(S5), 급여/수당 불만족(S7)의 4개 요

인(57.1%)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3가지 추가 문항을 선정하여 교대근무의 직무스트레스 요

인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KOSS 문항을 보완할 수 있다. 

4. A Review of Objective Measurement 
Methods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수행 중 노출되는 자극이 작업자 개

인의 허용능력 한계를 넘어섰을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작업

자의 직무스트레스 발생형태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직무스

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 산업의 경우 주제어실 내 

직무와 현장 직무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어실 운전원의 직

무는 상황의 감시, 데이터 및 정보의 감지, 상황이해 및 평

가, 상태진단, 의사결정, 대응계획, 대응실행 등과 같은 일련

의 인지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반면, 현장 직무의 경

우 시험, 교정, 보수 및 유지, 정비 작업과 같은 육체적인 작

업형태가 두드러진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형태에 따라 발생

되는 형태가 다르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정신적인 직무스트

레스와 육체적인 직무스트레스로 구분하여 두 직무스트레스

의 측정 및 평가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4.1 An application review of physical job stress 

measurement methods 

육체적인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은 작업자에 미치는 물리적 

요인(중량물, 작업강도, 작업빈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육

체적인 작업부하와 직결되며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이들간

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Kang et al., 2004; Oh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원전 작업을 8개의 작업 활동유형으로 구

분하고, 각 작업 활동유형에 해당되는 원전의 작업을 분류한 

Park & Lee(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육체적인 직무스트

레스 평가 방법을 정적/동적 작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응되

는 육체적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방법을 선정하였다. 

육체적 작업 중 동적 작업은 동작범위가 크고 에너지 소모

량이 큰 작업에서는 심박수 또는 산소 소비량을 통해 직무스

트레스를 측정, 평가할 수 있다(Kilbom et al., 1995). 정적 

작업은 정적인 작업자세에서 극소 근육을 집중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근전도 측정을 통한 근활성도를 평

가하거나 동작분석을 통해 정적 작업의 작업자세나 각 관절

의 모멘트 등 역학적 분석 방법이 사용된다(Corlett et al., 

1995; Tracy et al., 1955). 

원전의 현장 작업 중 운반 작업의 절차서 기반으로 작업을 

분류하면, Table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글쓰기, 기기 확인 

및 검사, 약품 운반, 운반물 분류, 포장 등 작업이 있으며, 

각각 정적 작업 중의 매우 가벼운 작업(앉은 작업), 가벼운 

작업(선 작업), 과중한 작업(선 작업) 3가지 활동유형에 해

당이 된다. 대응되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측정 방법을 기기 

Table 6. The classification of physical task for experiment 

Distinction physical 
work type 

Type of activities Detailed work Measurement methods 

매우 가벼운 작업(앉은 작업) 글쓰기, 타이핑 작업, PC 작업, 닦는 작업 상지 위주 근육부하 

매우 가벼운 작업(선 작업) 설계, 도면작업, 밸브 작업 상지, 목 위주 근육부하 

가벼운 작업(앉은 작업) 수리 작업, 간단한 조립 작업 목 부위 위주 동작분석 
Static 
work 

가벼운 작업(선 작업) 기기 조작, 기기 확인 및 검사, 시료 채취 
목 부위 위주 근육부하 및 하지 위주 
동작분석 

가벼운 작업(움직이는 작업) 천천히 걷거나 이동 심박수, 산소 소비량 

과중한 작업(선 작업) 약품 주입 상지, 어깨, 목 위주 근육부하, 심박수 

과중한 작업(움직이는 작업) 약품 운반, 폐기물 분류, 포장, 제염 
상지, 어깨 위주 근육부하, 목 자세 위
주 동작분석, 심박수, 산소 소비량 측정

Dynamic 
work 

공학적 작업 
중간 수준의 조립작업, 과중한 조립작업 
(비연속) 

전신 동작분석 심박수, 산소 소비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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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검사 작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목 부위 위주 근

육부하 및 하지 위주로 동작분석을 통하여 육체적인 스트레

스를 측정할 수 있다. 

4.2 An application review of mental job stress measure- 

ment methods 

정신적 직무스트레스는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인지모

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과중한 정신적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수행도를 저하시키고 인적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갖는다

(Lee et al., 2011). 이는 정보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정보 누락, 혼동, 메모리 한계, 수행 위반, 반응 실수 등에 따

라 복잡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된다.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뇌파, 심전도, 피부전기저항 등

의 측정 유효성은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Park et 

al., 2011) 특히 EEG 데이터의 평가 지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정신적 직무스트레스의 측정 방법을 간단한 

직무에 적용하여 스트레스 위험요소를 검토한 후 원전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직무분석을 통한 정신적 직무스트레스의 측정법 

직무분석을 통한 정신적 직무스트레스 측정법 검토에 앞

서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stress 

hazard)를 정의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

는 대상 작업 선정 후 직무단계를 세분화 하여 세부 직무의 

수행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발생 가능 요인을 말한

다. 또한,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원인에 

따라 개인(I)/환경(E)/조직(O)의 측면으로 구분이 된다. 다

음 다섯 단계를 통해 도출된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를 

기반으로 직무 별 정신적 직무스트레스 측정법을 검토하였다. 

 

• 단계 1. 선정된 작업을 세부 직무로 분류 

• 단계 2. 세부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유발 가능한 위험항

목 도출 

• 단계 3.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를 개인/환경/조직 

측면으로 구분 

• 단계 4.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에 대하여 스트레

스 측정방안 결정 

• 단계 5. 개인/환경/조직 측면의 보완 및 수정 

 

원전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 측정으로 주제어실 운전원 

직무 중 'integrator 주 전원 켜기' 작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

였다. 주 전원 켜기 작업은 크게 이동, 가동 상태 확인, 조작, 

상태 재확인 4개의 세부 직무로 분류하고, 이중 확인/재확인 

직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발

생 위험성을 도출하여 예시하였다(Table 7). 확인/재확인 

직무를 세분화 하면 관측, 의사판단, 의사결정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세부 직무 중 관측 직무에 대하여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환경/개인/조직 측면으로 귀납하

고 측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방안을 고려하여 관측 시 시간

적 압박으로 인한 관측실패의 경우 종사자 개인 측면에서의 

시간적 압박을 받는 스트레스 위험성에 대하여 시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직무/상황 조건 하에서 EEG, ECG를 통한 실

험측정방안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 측정은 실험 방법 구축에 있어 

일반 산업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부 직무

분석을 통해 원전 특유의 보다 상세한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의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산업과 달리 원전 특유의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측정 데이터를 해석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뇌파를 발생구간을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 유

발 가능 위험요소 발생구역을 정하고, 구간별 베타(β)파의 

발생비율을 관측할 수도 있다(Oh et al., 2012). 

 

2) 세부 직무분할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 측정의 효용성 

검토 

'Integrator 주 전원 켜기' 작업의 확인/재확인 직무를 예

로 들어 세부 직무분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측정의 효

Table 7. Detailed jobs regarding the main power switch-on operation and deduction of stress risks 

Hazard identification 
Work Task 

Detailed
task 

Stress hazard 
I E O 

Measurement plans 

강한 조명으로 인한 관측실패  ○  강한 조명 구축 후 EEG, ECG 실험

시간적 압박으로 인한 관측실패 ○   시간압박을 주는 EEG, ECG 
Confirm/ 

Reconfirm 
task 

Observe
상사의 심각한 경고가 주의력 
실패를 초래한 관측실패   ○ 

실험 전에 피실험자에게 심각한 경
고를 준 후 EEG, ECG 실험 

Main 
power 
ON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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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검증하였다. 주 전원 켜기의 확인/재확인 직무의 전

체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를 Table 8과 같이 환경/개

인/조직 측면으로 총 28개 도출하였다. 이 직무에서 주관적

인 방법으로 검출 가능한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 항목

은 KOSS 13개, JCQ 16개, PWI 6개로 분석되었다. 

직무분석 후 객관적 스트레스 측정 방법으로 측정 가능

한 항목은 총 26개가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스트

레스 측정의 효용성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 주관적 직무스트레스 측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다. 기존의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측정 방법들은 개

인에 대한 절대 평가에 미흡한 체계를 하고 있어 개별 작업, 

개별 직무의 스트레스 요인을 검출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개 실제 스트레스 유발 가

능 위험요소에 대하여 측정 가능한 항목이 46.4%, 57.1%, 

21.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세

부 직무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를 찾는 방

법은 92.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integrator 주 전원 

켜기' 작업 중 판단 직무에서는 18개 항목 중 83.3%, 의사

결정 직무에서는 23개의 항목 중 78.2%의 측정 가능 항목

이 도출되어 평균 84.4%의 높은 비중으로, 높은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업자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검출 

가능하고, 직무와 직무, 작업과 작업간의 스트레스의 비교도 

가능하다. 

둘째, 직무분할을 통하여 세부적인 스트레스 요소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객관적 스트레스 측정 방법은 스

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므

로, 직무분할을 통해 보다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관적 설문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스트레스 발생 위험

성 요인을 찾을 수 있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tegrator 주 전원 켜기'의 세부 직무인 관측 직무에서는 

KOSS, JCQ, PWI 평가로서는 모두 도출 및 보완할 수 없는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가 있었다. 카이 제곱 검정을 

적용한 결과, χ2값이 각각 1.867, 6.508, 1.044, p-value 

값이 각각 0.017, 0.043, 0.03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가졌다. 즉 직무분할을 통한 스트레스 측정이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셋째, 사전분석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발생할 가능성을 지

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된 사건 분석

은 크게 발생된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 과정과, 어떤 세부요

소들의 개입으로 발생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근본 원인(root 

cause) 분석 과정이 있다. 근본 원인에 대한 접근으로는 사

고 발생 전에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즉 숨겨진 스트레

스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전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을 구축할 수 있다. 

'Integrator 주 전원 켜기'의 확인/재확인 직무에 적용했을 

경우 28개의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를 도출하였지만, 

28개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실험체계 구축을 하는 

측면에서는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요소들에 대하여 

원전 종사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전문가적인 결정을 통해 우

선순위를 정하고, 상위권에 있는 일부 요인을 고려한 실험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8개의 고려사항을 조

Table 8. Comparison table of subjective measurement items and
task analysis after objectively measurable items 

Stress hazard 
Subjective 

measurement Task 

Classification Hazard items KOSS JCQ PWI 

Objective 
measurement
(task analysis)

상사의 불명확한 명령    ○ 

시간 배치 부적절 ○ ○  ○ 

일관성 없는 정서(상사) ○ ○  ○ 

상사의 눈치 ○ ○  ○ 

교육 미흡 ○ ○  ○ 

Organization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 ○  ○ 

심한 진동    ○ 

너무 강한/약한 조명    ○ 

높은 소음    ○ 

시선 가림    ○ 

Environment 

환경 배치 부적절 ○   ○ 

불편 작업 자세 ○ ○  ○ 

작업자의 나쁜 컨디션  ○ ○ ○ 

작업자 시력 저하    ○ 

교대근무로 인한 피곤    ○ 

시간압박 ○ ○  ○ 

업무에 대한 심리장애  ○ ○  

절차서 익숙하지 못함  ○  ○ 

전문지식 부족  ○ ○ ○ 

신체 사이즈 부족    ○ 

작업자 정력부족 ○ ○ ○ ○ 

보상에 대한 불만 ○   ○ 

개인의 대충하는 성격     

사고에 의한 거부감 ○ ○  ○ 

과다한 업무 ○ ○ ○ ○ 

업무 책임감 부족    ○ 

업무 수행 독립성 부족  ○ ○ ○ 

C/ 

Rc  

Individual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림 ○ ○  ○ 

… - … - - - - 

Measurable stress hazard share(%) 46.4 57.1 21.4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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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환경/개인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 직무 별로 추가요

소를 고려한 실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4.3 A phased approach for objective stress measurement 

원전 직무의 객관적 스트레스 측정체계를 Figure 2와 같

이 단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원전에서의 객관적인 스트레스 

측정을 직무분석 단계, 실험단계, 스트레스 판정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직무분석 단계는 분석하고자 하는 작업을 세부 직무로 분

류하고, 작업을 파악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스트레스를 정신적/육체적으로 구분하고,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하여서는 정적/동적 작업으로 구분하여 측정 방법을 도출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하여서는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

험요소를 도출하여 스트레스 측정 방법을 정한다. 이 단계에

서는 주관적인 측정과 동시에 진행하여 원전 특유의 스트레

스 요인(방사선 관련성 및 대형시스템 특성)을 도출하며,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험을 구축하고 설계하는 단계에

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기초적 단계가 된다. 

실험단계에서의 중점은 실험 설계이다. 실험 설계 시에는 

전 단계에서 도출한 추가고려 사항이 고려된 실험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원전 종사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조명, 직무

자율성 저하,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종사자의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문제가 두드러

지며,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전 단계에서 도출한 스트레스 

유발 가능 위험요소의 환경, 조직, 개인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실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스트레스 판정단계이다. 스트레스 판정은 

실험 데이터 분석 및 주관적 설문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 진다.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시에는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 성분을 실제 직무와 연계시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만으로 직무스트

레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측정 결과를 비롯한 

종합적인 전문가 검토를 통해 판정을 하여야 한다. 

5. Conclusions and Further Study 

본 연구에서는 원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 평가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객관적/주관적 측정 방법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주관적 측정 방법은 기존 개발된 측

정도구 및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자체 제작 설문지를 이용하

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전 적용 시 적절성을 검토하였

다. 검토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는 직무스

트레스 측정도구로써 KOSHA를 통해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KOSS)"를 선정하여 

원전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는 (1)설문 문항의 신뢰도, (2)작업부하와의 관계, 

(3)체감 스트레스 요인의 반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검토 

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 적용에 재고가 필요할 수 있음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KOSS 문항 및 

구성의 보완, 개선 방법을 제안하여 원전에 있어서 보다 적

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객관적 측정 방법을 이용한 원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방안 검토를 통해 스트레스를 

육체적/정신적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원전 직무를 세분화 후 

분석을 통하여 측정 방법의 적용에는 일반 산업과 유사한 선

정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무 세분화를 통한 객

관적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측정 시 일반 

주관적 측정 방법에 비해 보다 높은 유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분석과 그에 따른 실험 및 측정, 스트레스 

판정으로 구성된 객관적 스트레스 측정 단계방안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원전에서 객관적 측정 방법에 의해 보다 

건전한 직무스트레스의 측정,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측정 수행 및 측정 결과 데이터의 해석 시 원전 특유의 고려

사항(개인, 환경, 조직) 등을 추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

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방법으

로 사용 가능한 객관적/주관적 측정 방법의 검토를 통해 적

용 시 제한점과 보완/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원전 종사자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직무스트레Figure 2. A phased access process for objectiv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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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원전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조건 및 특성을 분석/반영하

여 보다 원자력 산업에 특화된 직무스트레스 측정 항목을 구

현하고, 원전 종사자의 직무분석과 추가 요인에 대한 보완을 

통해 적용성 높은 직무스트레스 측정/관리 체계를 연구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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