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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 전기 및 차량 분야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융복합적 관련 요인을 본부근무자와 현장
근무자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설문은 2015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628명에 대해 PASW Statistics Ver. 18.0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과체중군이 전체의 94.7%로 높았고 
음주횟수가 많았다. 스트레스 점수는 본부근무자 3.00점/5.00점으로 현장근무자 2.85점보다 높았다. 본부근무자의 경
우에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군에 비해 매일 담배를 피우는 군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한 반면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현장근무자의 경우에는 20대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군 및 아침을 거르는 군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한 반면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감소
하였다. 따라서 이들 영향요인들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취약인원을 선별해 낸 후 이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
안을 제언한다.

주제어 : 스트레스, 철도 전기, 철도 차량, 융복합적 요인, 본부, 현장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figuring out the stress of workers in the field of railroad electricity and 
vehicles and its convergence factors. The workers were divided into the workers in the headquarters and in the 
field.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9 to March 6 in 2015. 628 respondents’ reply 
was analyzed by PASW Statistics Ver. 18.0. As the result, 94.7% of them belonged to the over weight group 
and frequently drank alcohol. The stress score was higher in the workers in the headquarters(3.00/5.00) than 
those in the field(2.85). For the workers in the headquarters, those who smoke everyday showed higher stress 
level than that of those who have never smoked while stress level decreased in those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company life. For the workers in the field, stress increased in the higher age group than those in their 
the twenties and those who skip their breakfast. The more positive their subjective awareness toward their body 
shape an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ir company life, the more their stress level decreased.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we have to focus on those who are vulnerable to stress using th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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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보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일상생활 에서

도 흔하게 스트 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상사와의 계, 동료와

의 계, 업무로 인해 스트 스 상황에 쉽게 노출되어 있

는 실정이다. 한 두통, 장장애, 불면 등의 증상으로 1

차 의료기 을 찾는 환자의 70%가 그 원인이 스트 스

라는 선행연구와 같이 스트 스는 정신  증상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화 증상을 유발한다[1,2]. 뿐만 아니라 지속

인 스트 스 상황은 인체의 항상성을 하여 질환에 

쉽게 이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3]. 따라서 질환 방  

질환으로 인한 보건의료비 지출감소 차원에서도 스트

스 리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도 국민건강 양조사 항목에 정신건강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에 한 스트 스 정도를 리하고 있으며 학교

에서부터 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등 스트 스 리

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4,5].

비만은 심리  요인인 스트 스와 양의 련이 있으

며[6,7,8] 특히, 비만과 체형불만족은 스트 스의 증가를 

래하고 스트 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고 식

욕조 에 문제가 생겨 배가 고 지 않은데도 허기를 느

끼게 하여 폭식을 유발하므로 비만의 험을 다시 높이

게 되는 스트 스의 부정 인 사슬이 형성되게 된다[9]. 

최근에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체형에 한 심이 증가되

고 있는 사회 분 기상 기술 트 등 남성들만 주로 근무

하는 직장에서도 이제 비만은 간과할 수 없는 스트 스 

요인이다[10].

작업  직업 만족도는 근로자의 스트 스와 음의 

련이 있으며 공공기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들이 속한 조직의 효율성과 스트 스 간에 련이 있

는 등 직무만족도와 스트 스 간에 상 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11,12,13,14]. 따라서 사업장의 업무수행 

효율 제고 차원에서도 스트 스의 리가 필요하다.

그 외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스트 스와 련된 요인

으로는 식습 [15,16], 생활습 [15,17,18,19], 체형인식

[15,20], 음주[12,16,19,21,22,23], 흡연[14,21,24]이 있다.

철도시스템은 철도차량, 선로, 철도차량에 기를 공

하는 차선  송변 , 열차의 진행과 정지 등 열차운

행 반을 제어하는 신호제어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들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오류, 고장으로 인한 열차 추⋅충

돌 등의 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25]. 따라서 열차안

운행을 확보하기 하여 주  주말을 막론하고 사고 

소식을 우선 으로 하고 조치에 즉시 투입되어야 하는 

차선, 송변 , 신호제어시스템 등 철도 기 분야에 종

사하는 직군들의 스트 스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 더

불어 열차의 유지보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열차 차량 

분야 종사자들 역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 지연을 최

소화하기 하여 항시 기태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직군이므로 이들 한 스트 스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들 철도 기  차량 분야 기술직들에 한 스

트 스 정도와 련 요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련 분야에 한 연구는 직종을 구분하지 

않았거나 기 사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나마도 2010년 

이 에 시행한 연구들인 반면[26,27,28,29] 철도 기  

차량 분야 종사자 자체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한 이들  사고 시 비상 책수립, 복구지원, 언론  

국회 응 등을 담당하며 주말·명 을 막론하고 사고발

생 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본

사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총칭 본부 근무자의 경우

와 본인 근무  사고 발생 시 즉시 장에 실제 투입되

어 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복구하여 열차운행을 정상

화해야 하는 장근무자들 간의 업무특성이 다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 기  차량 분야 종사자들을 

상으로 본부근무자와 장근무자로 구분하여 스트 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철도 기  차량 분야 종사자들을 

상으로 스트 스 정도  련 요인을 악하여 향후 

해당 직종에 한 스트 스 리방안 수립의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철도 기  차량 분야 종사자들을 근무지별로 구

분하여 스트 스 정도  일반  특성, 근무 특성, 

건강행태, 체형인식, 직장생활 만족도, 비만도를 

악한다.

2) 각 변수별 스트 스와의 상 계를 악한다.

3) 철도 기  차량 분야 종사자들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근무지별로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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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철도 기  차량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를 상으로 수행하 다. 설문은 자기기입식으로 2015년 

2월 9일부터 2015년 3월 6일까지 약 한달 간 실시하 다. 

우편으로 회신 받은 응답자 659명  응답하지 않은 문항

이 있어 분석이 제한되는 31명을 제외하고 총 628명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에는 환자의 일반  특성, 근무 특성, 건강행

태, 체 인식, 직장생활 만족도, 비만도, 스트 스를 포함

하 다. 

2.2.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에 한 일반  특성은 연령, 키, 몸무게, 결

혼상태, 주당 가족과의 화시간과 같은 개인 인 특성

을 포함하 다. 다만, 본 연구 상의 근무특성상 거의 

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은 특성에서 제외하 다. 

2.2.2 철도분야 근무 특성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과 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업무내용이 다르므로 이들 간 스트 스 등 각 요인별 차

이를 악하기 하여 근무지를 본부와 장으로 구분하

다. 한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근무 특성에 포함하 다. 

2.2.3 스트레스

스트 스는 Kim[30]이 공무원을 상으로 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Lee[15]의 4문항을 채택하 으며 신뢰

도 계수는 0.798 이었다. 설문문항은 일상생활 의 스트

스, 상사와의 계에서의 스트 스, 동료와의 계에서

의 스트 스, 업무에 한 스트 스이며 스트 스를 더 

많이 느낄수록 수가 높아지도록 5  척도로 조사하

다. 총 스트 스 수는 의 4가지 유형 스트 스의 평

균값을 채택하 다. 

2.2.4 건강행태

건강행태에는 아침식사 습 , 수면시간의 충분성, 음

주상태, 흡연상태, 주당 격렬한 신체활동 빈도를 포함하

다. 문항은 제6기 국민건강 양조사(2013)[4]  Lee[15]가 

사용한 질문문항을 채택하 다. 아침식사 습   수면

시간의 충분성은 각각 단일 문항으로써 ‘매우 그 다’를 

5 , ‘  그 지 않다’를 1 으로 산정하 다. 음주상태

는 ‘주 4회 이상’을 5  만 으로 하여 술을 많이 마실수

록 수가 높아지도록 하 으며 흡연상태는 ‘매일 피움’

을 4 , ‘가끔 피움’은 3  순으로 흡연횟수가 많을수록 

수가 높아지도록 하 다. 주당 격렬한 신체활동 빈도

는 매일을 7 , 주당 6일은 6  순으로 하여 운동일수와 

수가 비례하도록 하 다.

2.2.5 체형인식

체형인식은 Kang[31]이 개발한 문항  Lee[32]가 사

용한 3문항을 채택하 으며 신뢰도 계수는 0.611 이었다. 

체형만족도 문항과 연령 에 비해 건강한 편인지에 한 

문항은 ‘매우 그 다’를 5 , ‘  그 지 않다’를 1 으

로 산정하 으며 본인 체형에 한 인식은 스스로 체형

을 좋게 느낄수록 수가 높아지도록 5  척도로 조사하

다.  

2.2.6 직장생활 만족도

본인의 직장생활에 만족하는지는 단일문항으로써 만

족도가 높을수록 수가 높아지도록 5  척도로 조사하

다. 

2.2.7 비만도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는 비만도를 측정

하는데 보편 으로 사용되는 척도로써 본 연구에서도 

BMI를 활용하 으며 산출식은 체 (Kg)/신장(m)2 이다

[33]. 본 연구에서는 비만도를 WHO 분류기 [34]에 따

라 분류하 으며 BMI가 18.5 미만이면 체 , 18.5-24.9

는 정상체 , 25-29.9는 과체 , 30-34.9는 비만, 35 이상

은 고도비만의 총 5개 군으로 구분하 다.

2.3 통계분석

데이터분석은 PASW Statistics Ver. 18.0을 이용하

으며 이변량 분석은 descriptive analysis, Pearson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Samples T-test, 

Correlation analysis를, 스트 스의 련 요인은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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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headquarter field total
t/χ2-value

N/Cm/Kg/H/Y(%) N/Cm/Kg/H/Y(%) N/Cm/Kg/H/Y(%)

age group (n=626)1) 20  9( 4.9)  24( 5.7) 34(5.4)

0.242

30 61(33.0)  79(17.9) 140(22.4)

40 97(52.4) 224(50.8) 321(51.3)

≥50 18( 9.7) 113(25.6) 131(20.9)

total 185(100.0) 441(100.0) 626(100.0)

marital status (n=624)
1)

married 160(87.0) 376(85.5) 536(85.9)

29.171***unmarried  24(13.0) 64(14.0) 88(14.1)

total 184(100.0) 440(100.0) 624(100.0)

average height/weight by age 

(n=623, Cm)
2)

20 172.6 / 71.2 175.4 / 74.8 174.6 / 73.9

-

30 174.6 / 74.1 173.2 / 71.9 173.8 / 72.9

40 172.6 / 72.5 171.7 / 71.2 172.0 / 71.6

≥50 168.6 / 68.0 169.8 / 69.0 169.7 / 68.9

total 172.9 / 72.6 171.7 / 71.0 172.1 / 71.4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n=625, Hour)3) 10.0  8.8 9.2 7.491**

working period (n=615, Year)
3)

 6.1 10.5 9.2 27.292
***

hours of conversation with their 

family per week 

  (n=598, Hour)1)

<1 43(23.8) 94(22.6) 137(22.9)

0.919
1-3 73(40.3) 156(37.4) 229(38.3)

≥3 65(35.9) 167(40.0) 232(38.8)

total 181(100.0) 417(100.0) 598(100.0)

* p<0.05,  ** p<0.01,  *** p<0.001 

1) pearson Chi-square,   2) descriptive analysis,  3) independent samples t-test 

<Table 1> General and Dut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their Working Position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근무지 구분에 따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

펴보면 본부근무자의 연령 는 40  52.4%, 30  33.0%, 

50  9.7% 순으로 높은 반면 장근무자의 연령 는 40

, 50 , 30  순으로 높아 근무지에 따른  차이를 보

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근무지와 상 없이 80% 이상으

로 다수를 차지하 다. 키와 몸무게는 본부근무자가 평

균 172.9cm/72.6kg, 장근무자는 171.7cm/71.0kg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본부근무자

가 10.0시간으로 장근무자 8.8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  근무지 근무기간은 장근무자가 10.5년으

로 본부근무자 6.1년에 비해 근무기간이 유의하게 긴 것

으로 나타났다. 본부근무자는 가족과의 화시간이 1주

일에 1-3시간이 40.3%로 가장 많은 반면 장근로자는 3

시간 이상이 40.0%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스트레스 

스트 스를 근무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 인 

스트 스는 본부가 5  만 에 3.00 으로 장의 2.85

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도 일상

생활  스트 스, 상사와의 계에서의 스트 스, 업무

에 한 스트 스에서 본부 근무자가 각각 3.47 , 2.86

, 3.11 으로 장 근무자의 3.19 , 2.78 , 2.79 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업무에 한 스트 스에서 

본부근무자와 장근무자 간에 가장 큰 수 차를 보

다. 동료와의 계에서의 스트 스는 본부와 장 간에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3 건강행태

아침식사를 거르는 편인지는 본부근무자의 경우 5  

만 에 2.97 으로 장근무자 2.61 에 비해 더 많이 거

르는 편이었으며(p<0.01) 음주상태는 본부근무자가 4  

만 에 3.44 으로 장근무자의 2.89 에 비해 음주 횟

수가 더 많았고(p<0.001) 최근 1주일 동안 10분 이상 격

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수는 본부근무자가 1.13  즉 1.13

일로 장근무자의 1.69일에 비해 유의하게 활동일수가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그 외 수면시간의 충

분성  흡연상태는 본부근무자와 장근무자 간에 유의

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4 체형인식

체형인식에 한 체 인 인식은 본부근무자가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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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ess, Health Status, Body Shape Awareness, Company Life Satisfaction Level by their 
Working Position

headquarter field total
t-value

 Mean±SD Mean±SD Mean±SD

Stress

Stressed in daily life 3.47±0.821 3.19±0.864 3.27±0.861 3.844***

Feel stressed in relationship with seniors 2.86±0.877 2.78±0.856 2.81±0.863 1.052**

Feel stressed in relationship with co-workers 2.55±0.833 2.62±0.849 2.60±0.844 -0.885 

Feel stressed in duty 3.11±0.832 2.79±0.894 2.88±.0888 4.384***

total 3.00±0.641 2.85±0.694 2.89±0.682 2.698
**

Health 

behavior

I skip breakfast 2.97±1.431 2.61±1.363 2.71±1.393 2.960
**

I get enough sleep 2.78±0.864 2.91±0.939 2.88±0.919 -1.677

Drinking alcohol 3.44±1.052 2.89±1.249 3.05±1.219  5.581***

Smoking 2.50±1.152 2.40±1.103 2.43±1.118  1.008

Days doing intense physical activities in a week 1.13±1.439 1.69±1.698 1.52±1.644 -3.943***

Body shape 

perception

I’m satisfied with my body shape 2.69±1.012 2.89±0.986 2.83±0.997 -2.232
*

I’m healthy compared to my age group 3.11±0.729 3.12±0.811 3.12±0.787 -0.217

My body shape I am aware of 2.61±0.879 2.80±0.864 2.74±0.872 -2.503*

total 2.80±0.678 2.94±0.659 2.90±0.667 -2.324*

Company Life Satisfaction Level 3.64±0.749 3.62±0.841 3.62±0.815  0.288

* p<0.05,  ** p<0.01,  *** p<0.001     

BMI (㎏/㎡)
BMI

headquarter (N (%)) field (N (%)) total (N (%))

Underweight (<18.5)  3 (1.6)   5 (1.1) 8 (1.3)

Normal (18.5-24.9) 8 (4.3) 17 (3.9) 25 (4.0)

overweight (25-29.9) 105 (57.1) 279 (63.3) 384 (61.4)

Obese Ⅰ (30-34.9)  64 (34.8) 131 (29.7) 195 (31.2)

Obese Ⅱ (≥35)  4 (2.2)   9 (2.0) 13 (2.1)

1) Fisher’s exact test : p-value 0.636

<Table 3> Comparison by BMI classification and Working Position1)

으로 장근무자 2.94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5) 세부 항목에서는 본인의 체형에 한 만족 정도

와 본인이 생각하는 체형에 한 수에서 본부근무자가 

장근무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를 보 다

(p<0.05)<Table 2>.

3.5 직장생활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는 본부근무자 3.64 , 장근무자 

3.62 으로 근무지 간에 유의한 차는 없었다<Table 2>.

3.6 비만도

BMI를 WHO의 분류 기 [34]에 따라 분석한 결과 본

부근무자, 장근무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나 두 군 모두에서 정상군은 각각 4.3%, 3.9%인데 반해 

과체  이상인 경우가 각각 체의 94.1%,  95.0%로 높

게 나타났다<Table 3>. 

3.7 스트레스와 각 요인 간 상관성

스트 스와 각 요인 간 상 계를 근무지를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본부근무자의 경우에는 결혼상태, 흡연

상태, 체형인식, 직장생활 만족도가 스트 스와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무자의 경우에는 연령 , 

결혼상태, 1주일 동안 가족과의 화시간, 하루 평균 근

무시간, 아침을 거르는 편, 수면시간이 충분한 편, 흡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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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age group - -0.428* 0.066 0.078 0.190* -0.114 -0.063 -0.088 0.068 0.042 0.015 0.191** 0.006 -0.056

2. marital status -0.456** - -0.319** 0.044 -0.088 0.027 -0.071 -0.007 -0.042 0.069 0.012 0.191** 0.006 0.150*

3. hours of conversation with 

their family per week 
-0.096 -0.151

**
- -0.020 -0.041 0.011 0.172

*
-0.140 -0.067 0.037 0.067 0.289

**
-0.099 -0.090

4.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0.038 -0.076 -0.108* - -0.044 -0.026 -0.138 0.070 0.200** -0.036 0.099 0.124 0.022 0.067

5. working period 0.319** -0.201** -0.074 0.066 - -0.112 0.071 0.023 -0.077 0.107 -0.037 0.105 0.051 -0.112

6. skipping breakfast -0.269
**

0.171
**

-0.128
**

0.137
**

-0.116
*

- -0.101 0.015 0.150
*

-0.096 -0.165
*

-0.100 0.072 0.138

7. getting enough sleep -0.087 0.147** 0.019 -0.168** -0.083 -0.051 - -0.027 -0.050 0.097 0.108 0.197** -0.024 -0.142

8. drinking alcohol -0.036 -0.013 0.056 0.015 0.013 0.032 -0.001 - 0.187* 0.124 -0.054 -0.075 0.238** -0.030

9. smoking 0.035 -0.073 0.026 -0.022 0.034 0.128
**

-0.007 0.208
**

- -0.111 -0.026 -0.020 0.119 0.221
**

10. days doing intense physical 

activities in a week
0.010 -0.007 0.068 -0.009 0.040 -0.069 0.022 -0.002 -0.050 - 0.099 0.064 0.088 -0.003

11. body shape perception 0.016 0.049 0.104* -0.116* -0.028 -0.147** 0.291** -0.043 -0.019 0.100* - 0.097 -0.661** -0.166**

12. company life satisfaction 

level
-0.027 0.045 0.107

*
-0.055 -0.119

*
-0.007 0.196

**
0.049 0.001 .0020 0.093 - 0.086 -0.325

**

13. BMI -0.023 -0.073 0.077 0.027 0.000 0.085 -0.028 0.079 0.042 0.056 -0.471** 0.058 - 0.138

14. stress 0.126** -0.152** -0.157** 0.126** 0.052 0.139** -0.189** -0.047 0.109* -0.098* -0.222** -0.299** 0.081 -

Coefficient of correlation above the diagonal line for workers in the headquarters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low the diagonal line for workers in the Field

*p<0.05, **p<0.01, ***p<0.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each factor by their Working Position

Variable
headquarter field

B SE(β) p B SE(β) p

age group(20)

30 0.312 0.236 0.189 0.363 0.164 0.028

40 0.374 0.241 0.123 0.456 0.164 0.006

≥50 0.133 0.278 0.633 0.440 0.174 0.012

marital 

status(married)
 unmarried 0.296 0.163 0.072 -0.140 0.109 0.199

hours of 

conversation with 

their family per 

week(<1)

1-3 0.155 0.134 0.248 0.017 0.084 0.840

≥3 0.149 0.134 0.269 -0.169 0.087 0.052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0.022 0.033 0.507 0.048 0.025 0.057

skipping breakfast

(Never)

often 0.021 0.131 0.871 0.003 0.093 0.974

always 0.060 0.104 0.566 0.159 0.076 0.036

getting enough 

sleep(Never)

often 0.015 0.105 0.884 -0.074 0.078 0.347

always -0.152 0.134 0.260 -0.151 0.092 0.104

smoking

(Never smoked)

had smoked but no more -0.001 0.128 0.996 0.055 0.086 0.523

sometimes smoke 0.054 0.163 0.739 0.085 0.113 0.455

smoke everyday 0.266 0.133 0.047 0.172 0.092 0.062

days doing intense physical activities in a week 0.025 0.033 0.463 -0.027 0.018 0.152

 body shape perception -0.114 0.070 0.106 -0.159 0.050 0.002

company life 

satisfaction level

(unsatisfied)

so so -0.234 .216 0.280 -0.031 0.130 0.811

satisfied -0.605 0.216 0.006 -0.334 0.126 0.009

 adjust R2

 F(p-value)

0.144

2.699(p=0.001)

0.205

7.672(p=0.000)

<Table 5> Influence factors of Stress by their Working Position

태,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수, 체형인식, 직

장생활 만족도가 스트 스와 상 성을 보 다<Table 4>.

3.8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요인 

상 계 분석을 통해 스트 스와 련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된 변수를 상으로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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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악하기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시 본부근무자와 장근무자를 구분하 다. 유의수

을 0.05로 하 을 때 본부근무자의 경우에는 설명력 

14.4%, 자기상 성 1.858, 다 공선성 10 미만으로 회귀

모형이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0.01) 담배를 피

운 이 없는 군에 비해 매일 피는 군이 0.266배, 직장생

활에 만족할수록 -0.605배 스트 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장근무자의 경우에도 설명력 20.5%며 자기상 성 

2.202, 다 공선성 10미만으로 모형이 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p=0.001) 20 에 비해 나이가 많은 군들에서, 

아침을 거르지 않는 편에 비해 아침을 거를 경우 스트

스가 증가한 반면 체형에 한 주  인식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에 만족한 군이 불만족하는 군에 비해 스트 스

가 감소하 다<Table 5>. 

4. 고찰

연구 상자의 연령층은 40 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   50 가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은 본부보다는 

장이 높았던 반면 20 의 비 은 본부가 더 높게 나타나 

본부의 연령 구성이 더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병

이 부분 40  이상에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35]의 결

과와 같이 본 연구 상자들의 70% 이상이 40  이상인 

을 고려하여 본인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 차원에서도 

건강 리에 더 많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령 별 키와 몸무게는 한국인의 표 체  기 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연구 상자가 표 체  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36] 이는 사무직 근무자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와 같은 결과 다[37].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본부근

무자가 장근무자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가족과의 

화시간은 본부근무자가 장근무자보다 짧아 두 군 간

에 차이를 보 다. 이는 본부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더 길

어짐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스트 스는 본부근무자가 3.00 으로 장근무자의 

2.85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철도 근무자 

체를 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의 스트 스 수 2.59

[26], 공무원을 상으로 한 2.21 [12] 보다 높은 결과

로 타 기 보다 스트 스가 비교  높은 편인 철도 근무

자 에서도 본 연구 상인 철도 기  차량 분야 기

술직의 스트 스가 특히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

이다. 국민 양조사의 한국인 연령 별 스트 스 인지율

과 비교 시에도 한국인 평균보다  연령 에서 더 높은 

스트 스 인지 상태를 보 다[4]. 스트 스 세부 문항 

에서 본부근무자와 장근무자 간에 수 차가 가장 컸

던 항목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한 스트 스’ 다. 이

는 육체노동군보다 연구기술군의 스트 스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39]와도 일치하며 장에 실제로 투입되지는 

않지만 업무자체에서 정신노동의 강도가 더 높은데다 1

일 평균 근무시간이 장근무자보다 더 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 인 업무강도까지 높은 본부근무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써 노동의 강도가 스트 스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부근무자는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근무 외 시간이나 주말, 휴일 등 근무가 

아닌 때에도 사고발생 시 즉시 본부로 복귀해야 하는 부

담이 있는 반면, 장근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시

간 의 사고발생 시에는 장에 즉시 출동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에 한 출동 부담이 없는 업

무 인 특성이 함께 반 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한 

 근무지 근무기간이 본부가 장보다 낮았던 원인으로 

분석된다. 즉,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 스로 인해 본부근

무자들이 장기간 본부근무를 꺼리게 한 것으로 악된다. 

아침을 거르는 식습 은 본부근무자가 장근무자보

다 높았으며 이는 국민 양조사의 같은 연령 보다 높은 

수치 다[4]. 흡연자는  2006년 철도근무자 체를 상

으로 실시한 결과보다 두 군 모두에서 낮았으며[26]  이

는 설문 조사 직 에 도입한 담배 값 인상의 향으로 

연을 시도한 인원이 반 된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음주

자의 비율은 본부근무자, 장근무자 모두에서 철도근무

자 체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 높았으며[26] 특히, 

본부근무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 양조사[4], 택시기사 

직군의 음주[21], 공무원 음주[12]보다 높은 결과 다. 이

는 근무지와 거주지가 달라 주 에 혼자서 생활하는 경

우가 많은 본부근무자의 특성 상 퇴근 후 자연스럽게 

녁식사와 더불어 음주가 동반되는 조직문화가 음주횟수 

증가에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를 개

선하기 해서는 개인  노력보다는 회사차원의 주 사

업과 더불어 퇴근 후 체육활동 지원 등 여가를 정 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음주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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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화로 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수는 본부근무

자가 장근무자보다 더 었으며 두 군 모두 국민 양

조사의 같은 연령  신체활동량보다 낮았다[4]. 이는 다

른 직종보다 잦은 음주가 많은 수의 과체 을 유발하고 

낮은 신체활동량까지 유발하는 부정 인 연결고리가 되

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본부근무자가 장근무자보다 높

기는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으며 체 

평균은 5  만 에 3.62 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

이고 있어 높은 스트 스 수와는 상반되는 정 인 

결과 다. 한 스트 스와 직장생활 만족도가 음의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다른 결과 다[13]. 이는 공공

기 이라는 직업의 안정성, 기술직으로서의 지가 스트

스 상황에서도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

다. 과체  이상의 비율은 본부근무자 94.1%, 장근무자

가 95.0%로 평균연령이 40 인 택시기사 상 연구 시의 

59.0%와 국민 양조사 상 같은 연령 의 40.0% 에 비

해 월등히 높아 비만 리가 다른 군에 비해 시 한 직군

으로 확인되었다[4,21]. 선행연구와는 달리[6,7,8,39] 본 

연구에서는 비만도가 스트 스에 향을 미치지 않았는

데 이는 과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상의 

특수성 상 비교자체가 제한 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트 스 련 요인으로 본부근무자의 경우에는 담배

를 피운 이 없는 군에 비해 매일 담배를 피우는 군에서 

스트 스가 증가한 반면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트 스가 감소되었다. 장근무자의 경우에는 20 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군  아침을 거르는 군에서 스트

스가 증가한 반면 체형에 한 주  인식이 정 일

수록,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트 스가 감소하 다. 

5. 결론

본 연구는 철도 기  차량 분야 기술직 종사자들을 

상으로 근무지를 본부와 장 2개 그룹으로 나 어 일

반  특성, 근무 특성, 건강행태, 체형인식, 직장생활 만

족도, 비만도, 스트 스 정도를 분석하여 스트 스 련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철도 기  차량 

분야 기술직 종사자들의 스트 스 수가 선행연구 상의 

철도근무자 평균이나 다른 사업장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회사 체 인원을 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들 

직군 특히, 본부근무자에 한 집 인 스트 스 리

로그램 도입이 우선 요구된다. 한 본 연구에서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활용하여 

스트 스 취약인원을 선별해 낸 후 이들에 해 선택과 

집 을 한다면 보다 비용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부근무자와 장근무자 간에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부와 장을 

구분한 근도 필요하다. 스트 스 에서도 업무자체에 

한 스트 스가 본부근무자와 장근무자 간에 차이가 

가장 컸으므로 본부근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높은 스트 스 수뿐 아니라 철도 기  차량 분야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특징 으로 확인된 문제 들로는 

비만도와 음주횟수가 있다. 비만은 성인병과 한 

련이 있으며 40 부터 성인병의 발생이 뚜렷해지는데

[35] 특히 이들 철도 기  차량 분야 직군들은 40  이

상이 7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 인원의 94.7%가 과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인

병 험이 극히 높은 집단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이들 

직군에 한 즉각 인 건강 리  건강생활 실천 교육

이 시 하다. 

철도 기  차량 분야 기술직은 철도에서 사고발생

시 즉시 투입되는 직군으로 사고처리, 장애수습과 

한 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트 스 련 

연구들은 주로 기 사를 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들 직군

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스트 스 취약직군인 철도 기  차량 분야 종사

자를 상으로 선도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고와 련이 있는 열

차운행 횟수를 장 세부 근무지별로 구분하지 못한 

이 제한 이므로 향후 연구 시 이를 반 하여 근무지 열

차운행 빈도에 따른 근무자의 스트 스 정도를 악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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