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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태와 생활습관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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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좌업생활자와 생산직 근로자들의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이 두 직군간의 심혈관
질환 위험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자는 S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2015년 건강검진을 시행한 만 
20세 이상 근로자 620명을 대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s SPSS ver.18.0을 이용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기술통계량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독립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수와 비율을 산출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의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사무직은 생산직 보다 흡연, 과다음
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비실천, 총콜레스테롤 이상, 중성지방 이상, 저밀도콜레스테롤 이상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사무직이 생산직 보다 주음주량,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콜레스테롤, 수축기혈압, 심혈관질환 
위험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일평균 흡연량, 공복 시 혈당, 이완기혈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제어 : 생활습관, 심혈관질환, 흡연, 음주, 근무유형

Abstract  We obtained medical test data of 150 mal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at 
included physique, blood chemistry, and lifestyle. χ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done to verify how CAD risks and/or lifestyle are different between obese and non-obese person.
SPSS(version 18) was used for statistical procedures and p-value of .05 was regarded as good through. χ2-test 
showed the frequency of hypertension, htperglycemia, hyperlipidemia were higher in obese person than in 
non-obese
This result told us that lifestyle modification could be a key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 by controlling 
and managing body composition, especially abdominal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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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심 질환은 악성신생물

(암) 뒤를 따라 뇌 질환과 함께 2, 3 를 다투고 있다. 

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 2003년 인구 10만 명

당 35.3명이었던 것이 재는 50.2명으로 지속 으로 증

가(42.2%) 하고 있다[1]. 한 우리나라 업무상 재해 통

계를 보면 2012년 업무상 질병 사망자 730명  뇌·심

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301명으로 업무상 질병 사망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2], 심 질환은 사업

장 근로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근로

자의 건강은 사업장의 생산력이나 경제 상태에 향을 

주게 되며, 보건사업과 국가경쟁력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요한 사안이다[3]. 근로자의 뇌·심 질환은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사망자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뇌·심 질환은 다른 질병과 달리 

발병하면 사망으로 종료된다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방

리가 요하나 부분의 근로자는 육체 , 정신 으로 

과 한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 스의 가 , 잦은 음주, 흡

연, 운동부족으로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

며[4], 이들의 개인 인 요인과 작업 장의 물리 , 화학

, 심리  요인 등이 복합 으로 동반되어 발생하여 심

질환의 유병율은  증가되고 있다[5]. 심 질환

의 주요원인인 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직군에 따라 차이

가 존재한다. 선행연구 결과 같은 직장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각 

19.6%, 14.0%로 사무직이 유의하게 높았다[6]. 따라서 근

로자의 근무 형태를 고려한 방 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안 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연 로그램

의 참여 독려 등 심 질환 방을 한 활동을 실시하

고 있다[7]. 규칙 인 신체활동은 압 조 , 비만, 이상

지질 증 등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반면 신체활동량 부족은 복부비만과 이상지질 증 뿐 아

니라 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러나 근로자들은 좌식생활과 직장 외의 생활에서도 움직

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운동 참여율도 조하여 좌

식생활 탈피와 신체활동량 증진을 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의 심 질환 방을 

해 이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악하여 리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7].

심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서 향후 심 질환 험

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Framingham risk score를 들 수 

있다. 개정된 NCEP-ATP Ⅲ(2001) 지침에 따라 20∼79

세의 성인을 상으로 성별에 따라 연령, 총콜 스테롤, 

흡연 유무, 고 도 콜 스테롤, 수축기 압을 수화하여 

10년 내 심 질환 험도를 평가한다[9, 10].

지 까지 근로자들의 심 질환과 련된 연구는 다

양하게 이루어 졌으나[11, 12] 선행연구들은 직군별 업무 

특성과 성별이 고려되지 못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

자들의 직군과 성별을 분류하여 각 그룹별 생활습 과 

심 질환 험인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직군과 성별 

생활습 이 심 질환 험률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고 생활습 과 심 질환 험률 간의 계를 규명하여 

추후 근로자들의 심 질환 방을 한 건강증진 로

그램에 기 자료로 제공하며, 궁극 으로 근로자의 산업

재해 감소,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S지역에 치한 사업장에서 2015년 1-12월

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한 근로자를 상으로 수행하 다. 

총 660명  검사결과나 설문결과가 락된 40명을 제외

한 620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하 다.

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체 620을 우선 직군으로만 

구분하 으며 직군은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 다.

2.3 연구대상의 설문지 

2.3.1 생활습관 설문

흡연과 음주습 은 건강검진 설문결과를 이용했다. 흡

연습 은 흡연유무, 일평균 흡연량, 음주습 은 주당 빈

도, 1일 음주량으로 구성되어있다. 신체활동은 국민건강

양조사 신체활동설문지를 이용하 다. 격렬한 신체활

동, 등도 신체활동, 걷기 활동 각각 빈도  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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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 은 흡연을 하지 않았거나 과거에 흡연을 한 

과거/비흡연군과 흡연군으로 구분하 고, 음주는 비음주

/ 주군, 과다음주군으로 구분하 다. 과다음주군은 주 2

회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성 5잔)일 경우, 

그 이하는 주자로 분류하 다. 주음주량은 음주일 × 

음주량이다.  신체활동은 격렬한 신체활동, 등도 신체

활동, 걷기 빈도 모두 0회로 응답한 경우 비신체활동자, 

1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실천자로 구분하 다. 등도 

이상 신체활동은(걷기 포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

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회 이상 실천 는 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실천 는 걷기

를 주 5일 이상, 1일 30분 이상 실천하 을 경우 실천자, 

그 지 않을 경우 비실천자로 구분하 다. 신체활동량은 

활동유형별 MET(Metabolic Equivalent) level × 활동시

간 × 활동일을 산출하여 합산한 값이다. 활동유형별 

MET level은 걷기 3.3METs, 등도 신체활동 4.0METs, 

격렬한 신체활동 8.0METs이다.

2.3.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설문

심 질환 험인자는 건강검진 자료로 총콜 스테

롤, 성지방, 도 콜 스테롤, 공복시 당, 수축기

압, 이완기 압 등의 수치를 활용했다. 각 수치의 정상과 

이상 정은 총콜 스테롤은 정상<200mg/dl, 이상≥

200mg/dl, 성지방 정상<150mg/dl, 이상≥150, 도

콜 스테롤 정상<130mg/dl, 이상≥130mg/dl, 공복시

당 정상<126mg/dl, 이상 ≥126mg/dl, 수축기 압 정상

<140mmHg, 이상, 이완기 압 정상<90mmHg, 이상≥

90mmHg로 정의하 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s SPSS ver.18.0을 이

용하 다. 연속형 변수는 기술통계량을 통해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고,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독립t검정

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수와 비율

을 산출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통

계처리의 유의수 은 p<.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사무직과 생산직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직군별 심 질환 험인자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사무직의 44.3%, 생산직의 31.1%

에서 총콜 스테롤 이상으로 나타나 생산직보다 사무직

에서 더 많았다. 성지방 이상은 사무직 37.0%, 생산직 

14.7%로 사무직의 성지방 이상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도콜 스테롤은 사무직 30.4%, 생산직 19.7%로 사

무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공복시 당 이상은 사무직의 

1.3%, 생산직 1.0%에서 나타났다.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이상은 사무직 1.7%, 생산직 .5% 다. 총콜 스테

롤, 성지방, 도콜 스테롤을 포함한 지질 요인  

공복시 당, 압 모두 생산직보다 사무직이 높았다.

(N=620)

Categories
Office job

Production 

Worker

n % n %

Total 

cholesterol 

Normality 128 55.7 277 68.9

Abnormality 102 44.3 125 31.1

Neural fat Normality 151 65.7 343 85.3

Abnormality 79 34.3 59 14.7

LDL Normality 160 69.6 323 80.3

Abnormality 70 30.4 79 19.7

Fasting blood 

glucose

Normality 227 98.7 398 99.0

Abnormality 3 1.3 4 1.0

Systolic blood 

pressure

Normality 226 98.3 400 99.5

Abnormality 4 1.7 2 .5

Diastolic blood 

pressure

Normality 226 98.3 400 99.5

Abnormality 4 1.7 2 .5

1) LDL: Low Density Lipoprotein

<Table 1> Characteristic of cardiovascular disease
within office job and production worker1)

3.2 사무직과 생산직의 직업관련 특성, 생활습관 

및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t-검정

사무직과 생산직의 직업 련 특성, 생활습 , 심

질환 험인자의 t-검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속연수는 각 8.35±6.82년, 

13.76±6.34년으로 생산직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

다(p<.000). 사무직과 생산직의 일평균 흡연량은 각 

13.83±5.75개비, 13.51±5.31개비로 직군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699). 주음주량은 사무직이 11.27±13.20잔



근로 형태와 생활습관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차이

50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Feb; 14(2): 501-507

으로 생산직 8.50±13.02잔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1). 

신체활동량은 사무직 1354.71±2107.87METs, 생산직 

1843.83±2773.59METs로 생산직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p<.013).

총콜 스 롤은 사무직 199.61±34.26mg/dl, 생산직 

189.78±34.14mg/dl로 사무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 사무직의 성지방은 140.97±91.15mg/dl, 생산

직의 성지방은 104.46±75.74mg/dl로 나타나 사무직의 

성지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도콜 스테롤 한 사무직이 117.40±32.13mg/dl로 생

산직 106.59±31.50mg/dl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 

공복시 당은 사무직 96.34±13.23mg/dl, 생산직 94.68±10.61mg/dl

로 사무직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106). 사무직의 수축기 압은 119.60±10.23mmHg로 

생산직 116.44±9.73mmHg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나(p<.000), 이완기 압은 73.20±5.55mmHg

로 생산직 72.38±5.29mmHg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68). Framingham risk score를 통해 알아본 

심 질환 험률은 사무직이 2.30±3.20%로 생산직 

1.16±2.2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

(N=620)

Office job Production Worker
p

M SD M SD

number of 

service years 
8.35 6.82 13.76 6.34 .000*

smoking/day 13.83 5.75 13.51 5.31 .699

drinking/weeks 11.27 13.20 8.50 13.02 .011*

amount of 

physical activity
1354.71 2107.87 1843.83 2773.59 .013*

Total cholesterol 199.61 34.26 189.78 34.14 .001*

Neural fat 140.97 91.15 104.46 75.74 .000*

LDL 117.40 32.13 106.59 31.50 .000*

Fasting blood 

glucose
96.34 13.23 94.68 10.61 .106

Systolic blood 

pressure
119.60 10.23 116.44 9.73 .000*

Diastolic blood 

pressure
73.20 5.55 72.38 5.29 .068

Framingham 

risk score
2.30 3.20 1.16 2.22 .000*

1) LDL: Low Density Lipoprotein                        (*p<.05)

<Table 2> T-test within office job and production
worker, life habit and cardiovascular 
disease. 

3.3 사무직과 생산직의 생활습관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검정

상자들의 직군에 따른 생활습 과 심 질환 험

인자 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N=620)

category devision
office job

production 

worker χ2 p

n % n %

smoking
no 142 61.7 308 76.6

15.793 .000*
yes 88 38.3 94 23.4

drinking

no 48 20.9 166 41.3

27.681 .000*moderate 107 46.5 146 36.3

excessive 75 32.6 90 22.4

moderate 

exercise

yes 61 26.5 141 35.1
4.921 .027*

no 169 73.5 261 64.9

total 

cholesterol 

Normality 128 55.7 277 68.9
11.164 .001*

Abnormality 102 44.3 125 31.1

neural fat
Normality 151 65.7 343 85.3

33.169 .000*
Abnormality 79 34.3 59 14.7

LDL
Normality 160 69.6 323 80.3

9.441 .003*
Abnormality 70 30.4 79 19.7

Fasting blood 

glucose

Normality 227 98.7 398 99.0
.128 .709

Abnormality 31.3 1.3 4 1.0

Systolic blood 

pressure

Normality 226 98.3 400 99.5
2.398 .197

Abnormality 4 1.7 2 .5

Diastolic blood 

pressure

Normality 226 98.3 400 99.5
2.398 .197

Abnormality 4 1.7 2 .5

1) LDL: Low Density Lipoprotein                      (*p<.05)

<Table 3> χ2-test within office job and production 
worker, life habit and cardiovascular 
disease. 

직군에 따라 흡연유무의 차이가 있었다(p<.000). 사무

직의 흡연율은 38.3%로 사무직 23.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음주형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사무직의 과다음주율은 32.6%

로 생산직 2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무직의 등도

이상 운동 비실천율은 73.5%로 생산직(64.9%) 보다 높게 

나타나 직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사무직의 총콜 스테롤 이상자는 44.3%로 생산직 콜

스테롤 이상자(31.1%)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지방 이상은 사무직, 생산직 각 34.3%, 14.7%로 나타

나 생산직 보다 사무직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 도콜 스테롤 이상은 사무직 30.4%, 생산

직 19.7%로 나타나 생산직 보다 사무직에서 유의하게 높

았다(p<.003). 사무직의 공복시 당 이상은 1.3%, 생산직

의 공복시 당 이상은 1.0%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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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p<.709).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 이상은 사

무직 1.7%, 생산직 .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p<.197).

4. 논의 

심 질환은 사망의 험률이 높은 질환이지만, 생활

습  개선을 통해 방 가능한 질환이기도 하다. 특히 근

로자들의 뇌·심 질환으로 인한 질병 사망률은 꾸 히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 건강 리의 요성이 두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근로자의 직군별 생활습  

 심 질환 험인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Framingham 

risk score를 통해 직군별 생활습 에 따른 심 질환 

험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 으로써 추후 근로자들의 

심 질환 방을 한 건강증진 로그램에 기 자료

로 제공하고자 하 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심 질환에 

한 험인자는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 콜 스

테롤과 같은 지질요인 이상이 생산직 보다 사무직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의 제조업 근로자의 

지질요인 비교 연구결과 한 사무직이 생산직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는 에

서 밝힌 생활습 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사무직은 생산직에 비해 흡연율, 음주율, 비신체활동

율이 높았으며 생산직 남성이 생산직 여성 보다 흡연율, 

음주율이 높았다. 

공복시 당,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이상은 직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13]의 연

구결과에서도 고 압 유병률은 직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14]의 연구결과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고

압 유별율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증가한다. 이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상자들의 연령분포

가 부분 20∼30 로 은 층에 속하며, 정상범 를 

과하는 빈도 자체가 낮은 것으로 원인이 유추되므로 보

다 다양한 연령 , 많은 상에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한 심 질환 험률은 생산직 보다 사

무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무직의 생활습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무직은 생산직에 비해 

흡연율, 과다음주율, 주음주량은 높았으나 신체활동 참여

율과 신체활동량은 낮다. 

흡연자의 심 질환 험률은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다음주자의 심

질환 험률은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율과 더불어 직군 간 흡연량 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아 흡연습 은 직군의 차이 보다 흡연 자체

가 심 질환 험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할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의 

심 질환 험률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직군 

모두 한 강도의 신체활동은 직군과 계없이 심

질환 험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  특성

에 따라 좋은 생활습 군과 나쁜 생활습 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한 직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 직군 내 좋은 생활습 군과 나쁜 생활습 군의 

심 질환 험률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 심 질

환 험률은 직군간의 비교 보다 직군 내 생활습 에 따

른 심 질환 험률 비교가 큰 의미가 있었다. 사무직

이며 흡연, 음주, 비신체활동자의 심 질환 험률은 

제일 높게 나타나 나쁜 생활습 을 독립 으로 행할 때 

보다 여러 특성이 어우러졌을 때 심 질환 험률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생활습 이 불규칙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고 운동량이 으면 만성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15]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심 질

환 험율을 낮추기 해 개인은 물론 사업장의 연, 

주, 신체활동 로그램 등의 다각 인 근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5. 결론 

사무직은 생산직 보다 흡연, 과다음주, 등도 이상 신

체활동 비실천, 총콜 스테롤 이상, 성지방 이상, 

도콜 스테롤 이상 빈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공복 시 당 이상, 수축기 압 이상, 

이완기 압 이상 빈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한  사무직이 생산직 보다 근속연수  신체활동량

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사무직이 생산직 보다 

주음주량, 총콜 스테롤, 성지방, 도콜 스테롤, 

수축기 압, 심 질환 험률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일평균 흡연량, 공복 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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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압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무직은 생산직 보다 과다음주, 등도 이상 신체활동 

비실천 시 각각 심 질환 험률이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흡연 시 심 질환 험

률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 과다음주, 등

도 이상 신체활동 비실천 모두 실시할 때 사무직의 심

질환 험률은 생산직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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