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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workload and job stress in early childcare teachers. Methods : This study was based on The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conducted on wage workers.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395 (286 childcare teachers and 109 kindergarten teachers) early childcare teachers in

201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statistic,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 The adjusted odds ratio showed a statistically effective association for job stress

expos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education level, service environment, emotional labor, fatigue or

posture led to pain for a high level of job stress. Additionally, for childcare teachers, the results

showed that fatigue or posture led to pain when moving a heavy object frequently. Conclusions :

When childcare teachers are assigned a task to lift heavy or awkward or objects, care should be taken

on who is assigned the task, and it should be done safely. An interven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train childcare teachers to safely and efficiency do heavy labor in early childcare

educatio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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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아교사의 업무는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유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이외에도 씻기고 먹이는 일, 이동하는 

보호 활동, 교육과정 계획, 교재 및 교구 준비, 문

서처리, 전화 및 대면 상담, 간식 및 식사 지도, 설

거지 및 교실 청소, 차량지원활동에 이르기까지 많

은 일을 한다. 이렇듯 유아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은 교사의 주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건강과 안전은 보육 및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유아교육사의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은 작업 

수행과정 중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적인 힘을 사용

하는 것으로 근육이나 힘줄, 인대, 관절과 근육통

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상

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에서 보

육교사의 건강문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요

통, 허리디스크의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유아교육기간의 가

구 및 공간의 배치가 영유아 신체에 맞춰져 있어

[1],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통증과 관련된 증상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만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으나 근래에는 근골

격계 질환의 예방적 중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2].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 정신사회적 

요인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 스트레스의 임상적 개연

성을 살펴보면, 통증뿐만 아니라 과도한 물리적 부

하 등으로 인해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켜 만성적인 

근육피로 및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3][4]. 또한 

Rhie & Kim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144편의 국

내 논문을 분석한 결과, 34.7%에 해당하는 논문에

서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

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

고[5], Kim & Yeom은 근골격계 관련 활동이 잦은 

보육교사의 근골격계 증상이 스트레스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

급하였다[6].

그동안 발표되었던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 스트

레스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

원, 구급대원, 자동차조립작업자, 간호사, 급식시설 

조리종사자, 조선업 근로자, 중공업 근로자 등 근

골격계 자각 증상의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 한하여 

보고된 반면에 유아교사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

았다. 그러나 최근에 보고된 유아교사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로는 보육교사의 근골격계 장애 

위험 요인 연구[7]와 유치원교사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 및 유해요인에 관한 연구[8]와 보육교사의 근

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9]가 보고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골격계 작업부담 및 

자각증상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

나[3][9][10], 유아교사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

았다. 선행문헌을 검토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보고된 국내 연구는 없었다

는 점에서 유아교사의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은 건강상태, 재직기간, 근무형태, 근무환경, 감정

노동, 근무시간과의 연관성이 있었는데 Shin &

Kim은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직무 스트

레스가 높았고[11], Kang & Kim[12] 그리고 Han

& Oh[13]는 영유아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Ki et al.[14]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를 보였고[14], Cho[15]는 국내 보육교사의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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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Chung[16]은 보육교사의 감정노

동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고[16] Kim은 

영유아교사의 감정노동 하위변인인 자연적 행동이 

적고, 표면적 행동이 많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교사의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과 직무 스트레스

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아교사들의 직

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연관성이 있는가?

2)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무엇인가?

3)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데이터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구축한 제3차 근로환경조사로 2013년

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

다(통계작성승인번호 제38002호). 제3차 근로환경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표본추츨틀을 

선정하였고 조사기간은 2011년 6월말부터 9월말까

지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취업자로 각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해 7

개 특별 및 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 층화추

출을 하였으며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

면부로 세부 층화추출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는 2011년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50,032명 중에서 

피고용자로 응답한 29,711명을 선정하였고 근로환

경조사에 명시된 한국고용직업기준표 직업코드를 

근거로 총 395명의 유아교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유아교사는 395명으로 30대의 

비율은 45.1%(178명)로 가장 높았다. 지역은 서울 

12.9%(51명), 인천과 경기도 21.8%(86명), 비수도권 

65.3%(258명)이었고, 2년제 졸업자는 51.1%(202명),

4년제 이상 졸업자는 38.2%(151명)로 2년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근로소득은 100-150만원 구

간에서 46.8%(185명)로 가장 높았다.

2. 연구도구

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교사 개인과 직무환경과의 상

호작용에서 생기는 부조화로 인해 교사 개인이 겪

게 되는 심리적인 역기능으로[12], 본 설문에서는 

“업무 상황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

까?”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어느 정도 직무 스트

레스를 받는지를 측정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정도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30 118 (29.9)
30-39 178 (45.1)
40-49 87 (22.0)
≥50 12 (3.0)

regions
Seoul 51 (12.9)
Incheon/Gyeonggi 86 (21.8)
non capital regions 258 (65.3)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42 (10.6)
college 202 (51.1)
university and beyond 151 (38.2)

salary
(ten thousand won)

<100 44 (11.1)
100-150 185 (46.8)
150-200 133 (33.7)
200 ≥200 33 (8.4)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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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직

무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으로 정의하였고 ‘가끔 그

렇다’와 ‘대부분 그렇다’ 그리고 ‘항상 그렇다’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2)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은 ‘목, 허리, 손, 어깨,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사람을 들

어 올리거나 이동’,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이동’,

‘계속 서 있거나 걷기’, ‘반복적인 손 동작이나 팔 

동작’의 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

부 항목에 대한 노출 빈도를 각각 확인하여 ‘절대 

노출 안됨’은 0%, ‘거의 노출 안됨’은 10%, ‘근무시

간 1/4 노출’은 25%, ‘근무시간 1/2 노출’은 50%,

‘근무시간 3/4 노출’은 75%, ‘거의 모든 근무시간’

은 90%, ‘근무시간 내내’는 100%로 측정한 후 ‘절

대 노출 안됨’과 ‘거의 노출 안됨’은 ‘비노출 그룹’

으로, 나머지(1/4노출, 1/2노출, 3/4노출, 모든 근

무시간 노출, 근무시간 내내 노출)는 ‘노출 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에 대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지표인 

Cronbach's α=.62이었다.

3)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직업, 나이, 지역, 최종학력, 근로

소득, 건강상태, 재직기간, 근무형태, 근무환경, 감

정노동, 근무시간으로 독립변인을 선정하였다. 직

업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로 분류하였고 나이

는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으

로 분류하였다.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 ‘비

수도권’으로 분류하였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

상’으로 분류하였다.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직장에

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 비용(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이하’, ‘150-200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건강상태는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는 건강함으

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는 건강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재직기

간은 ‘1년 미만’, ‘1-3년’, ‘4-6년’, ‘7-9년’, ‘10년 이

상’으로 분류하였고 근무형태는 “귀하의 주된 직장

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로 정해진 것입니

까?”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전일제 근로’와 ‘시간

제 근로’로 분류하였다. 근무환경은 “전반적으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의 근로 환경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매우 만

족한다’와 ‘만족한다’는 만족으로,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불만족으로 분

류하였다. 감정노동은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야 한다”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항상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는 감정노동경험이 

높은 그룹으로, 나머지(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

렇지 않다)는 감정노동경험이 낮은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및 출퇴근 시간을 제

외한 시간으로 “귀하가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1

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에 대한 단일 문항

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이하’, ‘주 

41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주 53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의 기초분석과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의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하였고 Cramer's V 계수 및 유의확률을 제

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

행하여 교차비와 유의확률을 제시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난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Forward LR로 실행하였다. 그리고 근



Musculoskeletal Workload and Job Stress in Early Childcare Teachers

- 209-

골격계 작업 수행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영향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보

정한 후 다변량회귀분석을 Stepwise로 실행한 후 

교차비와 유의확률을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분포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않다는 2.3%(9명), 건강하

다는 81.8%(323명)로 전반적으로 건강하였고 재직

기간이 1-3년에서 51.9%(205명)로 가장 높았다. 전

일제 근무자는 95.7%(378명), 시간제 근무자는 

4.3%(17명)로 전일제 근무자가 많았고 근무환경만

족에서 불만족은 15.2%(60명), 만족은 84.8%(335명)

로 과반수이상 만족하였다. 감정노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41.8%(165명)이었고, 근무시간에서 주 

40시간 근무는 50.1%(198명), 주 41-52시간은 

35.9%(142명), 주 53시간 이상은 13.9%(55명)이었

다.

근골격계 작업 부담 유형에서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에 대한 노출은 42.5%(168명)이었고 사람을 들

거나 이동에 대한 노출은 50.4%(199명)이었다. 무

거운 물건 이동에 대한 노출은 24.6%(97명)이었고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대한 노출은 74.4%(294명)이

었다. 반복적 손과 팔 동작에 대한 노출은 

64.8%(256명)이었다.

2. 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의 관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최종학력, 근

로소득, 근무환경, 감정노동, 근무시간,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 무거운 물건 이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연관성을 보였다. 학력에서는 2년제 대학교 졸

업 78.2%,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71.5%, 고등학

교 졸업 이하 59.5% 비율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p=.033). 그리고 근로소득에서는 150-200만

원 미만 80.5%, 200만원 이상 75.8%, 100-150만원 

미만 71.9%, 100만원 미만 59.1% 비율 순으로 직

무 스트레스가 높았다(p=.039).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근무환경의 불만족(90.9%)이 만족(70.7%)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고(p=.002), 감정노동경험이 

있는 그룹은 감정노동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해 직

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p=.001), 근무시간에서는 

주 41-52시간 81.0%, 주 53시간 74.5%, 주 40시간 

68.2% 비율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

았다(p=.030). 그리고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에

서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에 노출 그룹(79.8%)은 비

노출 그룹(69.2%)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고

(p=.018), 무거운 물건 이동에 노출 그룹(84.5%)은 

비노출 그룹(70.1%)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

하게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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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all
n=395

high stress 
n=291

low stress 
n=104

Cramer's V
(p value)

job type childcare teacher 286 (72.4) 210 (73.4) 76 (26.6) -.009 (.858)
kindergarten teacher 109 (27.6) 81 (74.3) 28 (25.7) 

age (year)
<30 118 (29.9) 89 (75.4) 29 (24.6) .058 (.727)
30-39 178 (45.1) 127 (71.3) 51 (28.7)
40-49 87 (22.0) 65 (74.7) 22 (25.3)
≥50 12 (3.0) 10 (83.3) 2 (16.7)

regions
Seoul 51 (12.9) 38 (74.5) 13 (25.5) .013 (.967)
Incheon/Gyeonggi 86 (21.8) 64 (74.4) 22 (25.6)
non capital regions 258 (65.3) 189 (73.3) 69 (26.7)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42 (10.6) 25 (59.5) 17 (40.5) .132* (.033)
college 202 (51.1) 158 (78.2) 44 (21.8)
university and beyond 151 (38.2) 108 (71.5) 43 (28.5)

salary
(ten thousand won)

<100 44 (11.1) 26 (59.1) 18 (40.9) .145* (.039)
100-150 185 (46.8) 133 (71.9) 52 (28.1)
150-200 133 (33.7) 107 (80.5) 26 (19.5)
≥200 33 (8.4) 25 (75.8) 8 (24.2)

health status
un-healthy 9 (2.3) 8 (88.9) 1 (11.1) .060 (.492)
normal 63 (15.9) 48 (76.2) 15 (23.8)
healthy 323 (81.8) 235 (72.8) 88 (27.2)

tenure (year)
<1 69 (17.5) 50 (72.5) 19 (27.5) .083 (.607)
1-3 205 (51.9) 152 (74.1) 53 (25.9)
4-6 81 (20.5) 56 (69.1) 25 (30.9)
7-9 26 (6.6) 22 (84.6) 4 (15.4)
≥10 14 (3.5) 11 (78.6) 3 (21.4)

employment 
contract

full timer 378 (95.7) 279 (73.8) 99 (26.2) .015 (.768)
part timer 17 (4.3) 12 (70.6) 5 (29.4)

working 
environment

dissatisfaction 60 (15.2) 54 (90.0) 6 (10.0) .157** (.002)
satisfaction 335 (84.8) 237 (70.7) 98 (29.3)

emotional labor yes 165 (41.8) 143 (86.7) 22 (13.3) .250*** (.001)
no 230 (58.2) 148 (64.3) 82 (35.7)

working hours 
(week)

≤40 198 (50.1) 135 (68.2) 63 (31.8) .133* (.030)
41-52 142 (35.9) 115 (81.0) 27 (19.0)
>52 55 (13.9) 41 (74.5) 14 (25.5)

musculoskeletal 
workload type

fatigue/posture leading to pain non-exposure 227 (57.5) 157 (69.2) 70 (30.8) -.119* (.018)
exposure 168 (42.5) 134 (79.8) 34 (20.2)

left a person or moving non-exposure 196 (49.6) 138 (70.4) 58 (29.6) -.074 (.144)
exposure 199 (50.4) 153 (76.9) 46 (23.1)

moving a heavy item non-exposure 298 (75.4) 209 (70.1) 89 (29.9) -.141** (.005)
exposure 97 (24.6) 82 (84.5) 15 (15.5)

standing continuously non-exposure 101 (25.6) 68 (67.3) 33 (32.7) -.084 (.093)
exposure 294 (74.4) 223 (75.9) 71 (24.1)

continuous hand or arm gestures non-exposure 139 (35.2) 97 (69.8) 42 (30.2) -.065 (.196)
exposure 256 (64.8) 194 (75.8) 62 (24.2)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in early childcare teacher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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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을 보정하지 않은 교차비와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교차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보정 전 회귀

분석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2년제 대학교 졸업자(OR=2.44;

p=.013), 월 150-200만원의 소득자(OR=2.85;

p=.005), 근무환경의 불만족(OR=3.72; p=.003), 감

정노동경험자(OR=3.60; p=.001), 주 41-52시간의 근

무자(OR=1.99; p=.009)이었고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에서는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 노출(OR=1.76;

p=.019), 무거운 물건 이동 노출(OR=2.33; p=.006)

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단순 회귀분석 후 유의한 변인들을 보정하여 

Forward LR로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최종학력, 근무환

경, 감정노동경험이었고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

에서는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이었다. 최종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2년제 대학교 졸업인 

경우(OR=3.01; p=.005),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것에 

비해 만족하지 않은 경우(OR=3.34; p=.009), 감정

노동경험이 없는 것에 비해 감정노동경험이 있는 

경우(OR=3.58; p=.001) 그리고 피로하거나 통증 자

세에 노출되지 않은 것에 비해 노출된 경우

(OR=1.75; p=.035)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4. 보육 및 유치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별로 교차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단순

회귀분석에서 최종학력, 근무환경, 감정노동, 근무

시간에 대하여 Stepwise로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영향은 보육교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고, 세부 유형으로는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

(OR=1.918; p=.032)와 무거운 물건 이동(OR=2.418;

p=.019)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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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univariate
Exp(B) p value multi variate

Exp(B)† p value
job type childcare teacher 1

kindergarten teacher 1.047 .858

age (year)
<30 1
30-39 .811 .440
40-49 .963 .907
≥50 .544 1.629

regions
non capital regions 1
Seoul 1.067 .853
Incheon/Gyeonggi 1.062 .832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1 1
college 2.442* .013 3.005** .005
university and beyond 1.708 .140 1.964 .088

salary
(ten thousand won)

<100 1
100-150 1.771 .100
150-200 2.849** .005
≥200 2.163 .129

health status
healthy 1
normal 1.198 .573
un-healthy 2.996 .304

tenure (year)
<1 11-3 1.090 .7844-6 .851 .6567-9 2.090 .224≥10 1.393 .638

employment contract part time 1
full time 1.174 .768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1 1
dissatisfaction 3.722** .003 3.338** .009

emotional labor no 1 1
yes 3.601*** .001 3.576*** .001

working hours (week)
≤40 1
41-52 1.988** .009
>52 1.367 .365

musculoskeletal 
workload type

fatigue/posture leading to pain non-exposure 1 1
exposure 1.757** .019 1.753* .035

left a person or moving non-exposure 1
exposure 1.398 .145

moving a heavy item non-exposure 1 1
exposure 2.328** .006 1.834 .066

standing continuously non-exposure 1
exposure 1.524 .095

continuous hand or arm gesures non-exposure 1
exposure 1.355 .197

<Table 3> Individual characteristics affecting job stress among early childcare teachers

Data were 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adjusted for education level, salary, working environment, emotional labor, working hours, fatigue/posture leading to pain, left a person or moving, moving a heavy item, standing continuously, continuous hand or arm gesture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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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uloskeletal workload type
childcare teacher, n=286 kindergarten teacher, n=109

adjusted odds ratio 
Exp(B)† p value adjusted odds ratio 

Exp(B)† p value
fatigue/posture leading to pain (exposure) 1.918* .032 1.696 .318
left a person or moving (exposure) 1.215 .499 2.373 .099
moving a heavy item (exposure) 2.418* .019 1.340 .651
standing continuously (exposure) 1.855 .053 1.484 .467
continuous hand or arm gestures (exposure) 1.663 .087 .929 .881

<Table 4> Musculoskeletal workload affecting job stress among early childcare teacher

Data were 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education level, working environment, emotional labor, working hours*p<.05, **p<.01, ***p<.001 

Ⅳ. 고찰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였고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과 직

무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지원 업무 중에서 유아

의 연령이 어린 경우, 안아주는 빈도가 높았고[11],

청소하기를 가장 많이 수행한다는 결과를 반영하

였을 때[18], 유아교사의 업무활동이 손, 목, 어깨 

등의 통증을 일으켜 이로 인한 정신적 피로 및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

다. 또한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

들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였으나 

Kwon[19]과 Hwang et al.[20]의 연구를 포함한 다

수의 연구에서는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 제3

차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분

석하였다. 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

스의 관계에서는 최종학력, 근로소득, 근무환경, 감

정노동, 근무시간,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 무거운 

물건이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최종학력, 근무환경, 감정노동, 피로하거나 통

증 자세이었다.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의 경우, 피로

하거나 통증 자세에 노출된 경우, 또는 무거운 물

건 이동하는 자세에 노출된 경우에서 직무 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 Shin et al.[11]은 영아반 보육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고, Han et al.[13]은 영아반 

교사의 교육수준이 대졸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근로소득에서 

Ki et al.[14]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였고, 150-170만원 구간

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Cho[15]는 

낮은 임금은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

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학력이나 근로

소득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인과 직무 스트레스의 

연관성은 개인의 양상 및 내외부적 환경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21] 개인

의 내외적인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근무환경에서 Ki et al.[14]은 보육교사의 근무환

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연관성이 있었고, Cho[15]는 

업무에 대한 만족과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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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Lim & Kim[22]은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

적 지원 부족과 업무 과부화가 직무 스트레스를 

높여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무 스트레스는 교사 개인과 직무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생기는 부조화로 개인이 겪게 되는 심리적 

역기능을 의미하는 바[12],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노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추는 것으로 유아교

사도 감정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는데, Lee &

Chi[23]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갈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고, Chung[16]은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 스

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시키는 완

충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Kim[17]은 감정노동의 

하위변인인 자연적 행동이 적고 표면적 행동이 많

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근무시간에서 Hwang et al.[20]은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인식

의 차이를 보였으며[20], Ki et al.[14]은 근무시간

이 많은 그룹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Kim[17]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 스트

레스를 분석한 결과 하루 11시간 이상 업무를 하

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

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hin &

Kim은 보육시설유형별 하루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시설 10.1시간, 민간시설 11.5시간, 가

정시설 10.8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1]. 이렇듯 오랜 

근무시간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교사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켜 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20],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정 시간의 근

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근

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을 살펴본 결과,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 또는 무거운 물건 이동하는 경우, 비노

출 군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Kim & Yeom은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체 부

위별 근골격계 질환을 신체 부위별로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위는 어깨, 허리, 손목, 목 

순이었고[6], Bae는 바닥에 앉거나 이동하는 동작

이 어깨, 허리, 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8], Kim은 제조업 분야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

격계 작업부담간의 연관성에서 심리적 직무요구도

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9]. 또한 Kang et al.은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었고[24], 신체적 긴장과 

피로는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나[6], 유아교사의 근골격계 관련 작업 

환경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의 중재가 함께 제공돼

야할 것이다. 그러나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이 

직무 스트레스를 단독으로 발생시킨다기보다는 하

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있고[24], 현재로

써는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의 견해와 일치가 부족한 만큼, 후속 연

구에서는 매개효과를 적용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

겠다.

선행연구에서는 원아들과의 활동, 업무관련, 행

정적 지원, 동료 관련, 학부모 관련, 경제적 안정,

개인과 관련된 요인별로 구분하여 직무 스트레스

를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 문항으로 개

인이 인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작업 수행 이외

에 요통, 하지부, 상지부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 스트레스의 연관성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한 직종만

을 분리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대표

성을 확보할 수는 없었으나 유아교사의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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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수행과 직무 스트레스의 연관성 분석이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

과 직무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연구 자료는 2011년 근로환경조사에 참여

한 유아교사 395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교차분

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무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최종학력, 근

무환경, 감정노동, 피로하거나 통증 자세이었고, 직

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계 관련 작업 

수행은 보육교사의 경우,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또는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때 직무 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근

골격계 질환은 단순작업을 반복하거나 작업자세가 

바르지 않을 때 또는 무리한 힘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며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

아교사의 작업자세의 개선 및 심리적인 안정이 필

요하다. 또한 유아교사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유

아교사들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

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교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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