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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AAA형형형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이이이 피피피로로로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이 연구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표준화 전국 조사연구(National
StudyforDevelopmentand Standardization ofOccupationalStress(NSDSOS
Project:2002-2004)’의 수행을 위해 표본추출된 전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30,146명(남자:84%,여자:16%)중 사무직 근로자 4,502명(남자:68.2%,여자:
31.8%)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직무내용 및 환경에서 발생되는 직무 스
트레스와 인성적 특성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A형 행동유형이 근로자의
피로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자 등에게 연구의 취지를

알린 후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응답자 직접 기입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직업적 특성,건강관련 요인,7개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A형 행동유형,그
리고 피로 자각 수준에 대해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특정의 직무 스트레스(직무 요구도,보상부적절,직장문화 등)는 근

로자들의 피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며,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요
인 중에서도 피로와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이 남녀별로 상이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즉,남자의 경우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영역 중 직무 요구,
직무불안정성,보상부적절 등이 영향력이 높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반면,
여자는 보상부적절,직장문화,직무 요구도가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성별로
피로에 관여하는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와 함께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긋한 성향을 보이는 B형의 사람들보다 다소 공격적
이고 경쟁적이며 스트레스의 상황 하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A형의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서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이러한 연구결과는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함
께 스트레스의 상황 하에서 느긋하고 비경쟁적 성향을 보이는 B형의 사람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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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A형 행동유형의 사람들에서 고위험 피로군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핵심되는 말:직무 스트레스,A형 행동유형,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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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사회가 점차 전문화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경제적,심리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새로운 생활양식 및 인간관계
의 변화와 복잡하고 합리성에 기초한 오늘날의 조직사회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
는 다양한 사건들과 업무과중,역할갈등 등과 같은 만성적 직무 스트레스는 육체
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Paykeletal.,1969;Thoits,1983).
오늘날의 질병양상은 각종 백신의 개발과 방역조치로 인해 감염성 질환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생활양식의 변화 및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뇌심혈관계 질
환 그리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전 세계적으로도 이 질병들
이 사망원인의 수위를 점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점차 외국과 유사한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2001년 현재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명이

정신질환,신경학적 질환,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심리학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전체 질병 중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부
담이 약 12%를 차지하여 정신,사회적 건강수준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도 직장인들은 IMF이후 구조조정(downsizing)과 노동유연화 등의 외
적 요인에 의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이로 인하여 대다수 직장인들
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NIOSH,1999)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조사대상자의 40%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네 명중 한 명이 살아가는 중에 직
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work)가 최대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근로
자의 3/4이 이전 세대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였다.직장 문제는 경제적
문제나 가족 문제 등의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보다 건강 문제와 보
다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예를 들면,Goetzel(1998)은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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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의료비가 거의 50% 더 지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럽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1998년에 실시한 ‘직장에

서의 스트레스와 건강엔 관한 연구 (StressandHealthatWork(SHAW)study)’
에서 모든 근로자 중 거의 1/5이 자신의 업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유럽 연합 15개국 1억 5천만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대단히 빠
른 속도와 마감․납기에 쫓기면서 일하고 있으며,3분의 1이상이 업무의 안배에
재량권을 갖지 못하고,4분의 1이상이 작업리듬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 조사되었다(European Commission,2000).2000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EU 전체 근로자의 28%인 4,100만 명의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35~54
세의 연령층이 가장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여성 근로자의 29%,
남성 근로자의 28%가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중간 관리자는 5년 전에 비
해 스트레스 호소율이 감소하였으나(37%에서 32%),기술자(29%에서 35%로)와 사
무원(22%에서 25%로)은 증가하여 직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European
Foundation fortheImprovementof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0).
1999년 통계에 의하면,작업관련 손실일수의 50~60%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며
(EuropeanAgencyforSafetyandHealthatWork,2000),업무관련성 스트레스로
지출하는 EU 회원국의 비용은,최소 매년 총액 200억 유로에 이른다(European
Commission,2000).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5년마다 실시되는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결과를 보면,일이나 직업생활로 인해 ‘강한 불안,고민,스
트레스가 있다‘라고 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는데,이 숫자는 1982년
50.6%,1987년 55.0%,1992년 57.3%,1997년 62.8%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 와서
61.5%로 약간 감소한 상태이다(후생노동성,2004).2002년도에 실시한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결과의 내용을 보면,’직장의 인간관계‘가 35.1%로 제 1위였으며,’업무
의 양‘(32.3%).’업무의 질‘(30.4%),’회사의 장래성‘(29.1%),’업무재량‘(20.2%)의 순
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전국표본조사는 아니지만,최근 총

254개 사업체의 근로자 6,9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전체적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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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이 331명(5%),잠재적 스트레스군은 4,541명(73%),그리고 고위험스트레스군은
1,346명(22%)으로 미국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장세진 등,2005).
현대의 질병,특히 만성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그리고 생활습관과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최근에는 암,심혈관계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병이 과다한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이러한 스트레스는 현대 기술사회의 조직 속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구
조화된 상황에 의해 비롯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즉 질병은
사회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행위구조,규범체
계에 의해 형성되어 진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의 사회심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유용
성이 인식되고 있다.
스트레스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던 영역은 직무 스트

레스라고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란,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
원,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NIOSH,1999).직무 스트레스는 불건강과 심지어 손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한편,유럽위원회(EuropeanCommission)(EC,2000)에서는 직무관련 스
트레스(work-relatedStress)를 직무내용,직무조직 및 작업환경의 해롭거나 불건전
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인지적,행동적 및 생리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다.그것
은 고도의 각성 및 걱정,그리고 때론 대응이 안 되는(notcoping)느낌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상태이다.
직무 스트레스는 혈압의 상승(Menkesetal.,1989;Jamesetal.,1996),혈중 지

질 증가(Mattiasson etal.,1990;Patterson etal.,1995;Siegristetal.,1988;
Shirom etal,1997;Vitalianoetal.,1995),그리고 요산 증가(Eden,1982;Leeet
al.,1995;Trevisan etal.,1997)등의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나 뇌심혈관계질환
(Schnalletal.,1990),암(Rogentine etal.,1979;Sabbioni,1991;Watson &
Ramirz,1991)등과 같은 신체적 질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직무 스트레스는 흡연(Baer et al.,1987;Conway et al.,1981),음주
(Pohorecky,1991),카페인(France& Ditto,1992;Laneetal.,1990)등과 같은 약
물남용의 부정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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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enberg등(1994)은 직장인들의 약물 남용은 환경적인 스트레스,스트레스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그리고 사회적 적응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자원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약물남용의 사회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사고 (Johnson,1986;Quicketal.,1999),이직이나
질병 결근(Blank& Diderichsen,1995;Kristensen,1991;Northetal.,1996)등과
같은 업무 장해(workdisability)를 유발시켜 개인의 건강 증진의 장해 및 삶의 추
락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직무 만족도 저하와 생산성 감소
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영향에 측면에서 가장 기
본적이고 모든 부정적 요인에 선행하면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
한 일차적인 영향은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피로(fatigue)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
면,Godin과 Kittel(2004)은 직무 몰입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에 비해 만성피로를 호소할 위험도가 약 2.7배(95% CI:2.3-3.3)높음을 보고하여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피로는 수면이나 휴식부족,그리고 육체적인 힘을 소비한 후 호소하게 되는 정

상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정신적인 몰두나 일에 대한 성취동
기가 부족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피로는 질병의 발생을 알리는 증상으로 정의되
며,지속적인 피로는 환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의사들에게 호소하는 비특이적 증상
이다(Davidetal,1990).환자를 대상으로 한 피로의 유병률 및 발생률에 관한 자
료는 비교적 많으나,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피로 유병
률은 피로의 정의,측정 도구 및 조사대상자의 다양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7%-45%로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Kantetal,2003).
피로는 직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피로에

영향을 주는 직업 특성으로는 장시간 근무(Sokejima & Kagamimori,1998;
Harma,2003;vanderHulst,2003)와 교대 근무(Alfredssonetal,1991;Harma
etal,1998;Sonetal,2004),그리고 과도한 직무 요구와 역할 갈등(Hardyetal,
1997;deCroonetal,2002),직무재량도 결여 및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사회적 지
지 부족(Bultmannetal,2002)등이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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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직장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는 일차적으로 심박동수의
증가,혈압 증가 등의 생리적 변화와 함께 카테콜라민,코티졸과 등과 같은 스트
레스 호르몬의 활성화로 인한 내분비대사의 균형 파괴,면역기능의 저하,불안,걱
정 등의 심리적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변화는 인체의 항상성을 파괴시키
게 되는데,이 과정에서 피로가 중요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다.즉,직장인의 피로는 직무 스트레스의 적고 낮음의 정도를 표현해 주는 중요
한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으며,직장인 피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런데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간의 관계는 모든 직장인들의 동일한 용량-반응

(dose-response)의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동일한 직무 스트레스의 상황에 노
출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적응해가는 반면,어떤 사람은 신체적 질병이
나 정신 질환을 호소하기도 하고,이직,직장결근이 수반되기도 하며,흡연량 증
가,과음,약물 남용 등의 부정적 행동의 성향으로 보이기도 한다.즉,직무 스트
레스와 피로 간에는 동일한 용량-반응의 관계가 성립한다기보다는 특정의 완충요
인(bufferfactor)혹은 병인성 요인(vulnerabilityfactor)에 의해 완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증폭되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차별적인 결과는 개인 혹은 개인이 소속된 집단으로부

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이나 개인적 성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는데,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원들은 스트레스 과정에서의 사회심리적 중재요
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중요한 개념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진 개념은 A형
행동유형(TypeA behaviorpattern)이라고 할 수 있다.
A형 행동유형은 B형의 행동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많은 노력을 쏟는 성향을 보

이지만,B형의 사람들보다는 주관적인 피로를 적게 느끼며(Carver,1976),위기나
도전을 받는 상황 하에 있을 때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Lundberg,1982;Matthewsetal.,1983;Weidner& Matthews,
1978).
A형 행동유형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인자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그 자

체가 심리학적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additiveeffect)(Burke,
1988),이 밖에도 인지된 스트레스 인자의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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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긴장간의 관계를 수정시키는 중재효과(moderatedeffect)(Gansteretal,,1986)
와 스트레스 인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mediatedeffect)(Edwardsetal.,1990)등이 발견되어 스트레스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성적 특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Wilson등(1992)은 A
형의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스트레
스에 반응한다고 보고하였다.이러한 성향은 보다 느긋한 성향을 보이는 B형의 사
람들보다 혈압이나 맥박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를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질병발생을 촉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Garrityetal,1990;
Kemperetal,1990;Keltiangas-Jarvinen& Raikkonen,1990).
둘째로,라이프 스타일 실천의 차이로서,A형의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

들은 흡연,음주,운동과 같은 건강관련 행위(health-relatedbehavior)에 있어 B형
의 사람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A형 행동유형의 사
람들은 강한 니코틴 의존성향을 보이며(Breslauetal,1991),규칙적인 운동을 하
지 않으며,이러한 성향은 불안이나 우울을 증가시키게 되고(Chesneyatal,1981;
Matteson& Ivancevich,1982), 나아가 체력저하나 피로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거나 질병발생에 관여하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Youngetal,1998).
이 밖에도 A형 행동유형의 병인성(vulnerability)은 높은 수준의 피로를 경험하

게 하고,도전적 상황 하에서의 다양한 신체적,심리학적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질병 원인론에서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특성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Carveretal,1976;
Lundburg,1982;Mattewsetal,1983;Burke,1988;Nakano,1990).결국,A형 행
동유형은 그 자체로서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면서도 동시에 직무 스트
레스와 피로 간의 중재 요인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스트레스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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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규모의 조사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사무직 직장인들
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A형 행동 유형이 직장인의 피로 간의 관련성을 분
석하는 데 있다.이를 통해 직장인 건강증진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의 실천적인 전략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인구학적 특성,직업 특성 그리고 건강행태와 직무 스트레스의 7개

하부 요인과 A형 행동유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둘째,사회인구학적 특성,직업 특성,건강행태,직무 스트레스의 7개 하부 요인

및 A형 행동유형과 피로수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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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가가가...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가족 스트레스 등
과 같은 스트레스와 구별된다.직무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내용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작업조건 및 환경,복잡한 직무 내용,업무 과중 및 과소,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갈등,역할 모호성,직무 불안정,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보상체계의 비적절성,가족-일 영역 간의 부조화 또는 갈등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압박감,긴장,갈등의 유발 요인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최근의
경제위기에 의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고용불안정,노동의 유연화 등으
로 인해 직장인들의 직무 스트레스의 증가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영향의 문
제 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나나나...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의의의 원원원인인인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와 직무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무 조건 중 어느 것이 직무 스트레스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성격
(personality)이나 대응(cop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스트레
스의 발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로 간주한다.동일한 스트레스의 상황 하에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
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적 특성의 중요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특수성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특정의 직무환경(조건)이 대부분의 사

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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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도한 업무량의 요구와 기대의 상충 등이 주 스트레스 원(stressor)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NIOSH에서는 직무 조건이 직무 스트레스에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물론 개인적 특성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스트레스가 많은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그 자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Rosch(1991)는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직업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

이나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① 만족할 수준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적 부족
② 직무 기술(jobdescription),명령,지시체계의 불명료성
③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의 부족
④ 의사표출 기회제공의 부적절성
⑤ 책임은 많으나 권한이 적음
⑥ 목적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사,동료,부하 직원과의 갈

등
⑦ 자신이 수행한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부족
⑧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합병될 위험성에 따른 불안

정성
⑨ 연령,성,인종,종교 등으로 인한 편견

한편,문화심리적 차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려고 한 Gurung(2006)은 직무
스트레스는 과도한 직무부담,역할갈등,역할모호성,승진을 막는 차별성,성,연령,기
타 편견으로 인한 불승진,부적절한 사회적 연결망,직무 통제성 결여,역할다면성,그
리고 도전적 성향의 부족 등의 9가지 요인을 제시하였고,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
한 증상으로는 좌절,분노,자기존중심 저하,무료함,직무불만족,정신적 피로,집중력
상실,자발성 및 창조성 상실,정서적 과민증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1)심리사회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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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학자들은 작업환경은 특정의 직업성질환만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인자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는 점을 관찰
하였다.이런 맥락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건강과 일관의 관련성의 측면을 중시하는
생각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직업성 질환이란 작업환경 내에서의 특정 유해요
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일과 유관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건강손상(healthimpairment)도 사실은 다원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강손상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면,심리사회
학적 요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됨을 알 수 있다.
20세기 이후 광대한 역학연구 결과,건강이란 일과 관련된 심리사회학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으며 건강상태와 질병 원인론에 있어 심리 사회학적 요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게 되었다.심리사회학적 요인은 질병을 야기시키고
진행시키는 데 관여할 수 있으며,치료와 재활에도 영향을 미친다.심리사회학적
요인은 또한 직장 내에서의 건강증진 행위의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도 있다.

2)개인적 특성
직장 내에서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건강간의 관계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 및 주

관적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작업장의 작업환
경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좀처럼 분리되어 노출되지는 않는다.
과거의 경험,유전적 요인,그리고 현재의 일반생활 조건 등은 작업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생활조건이나 대처해 나아가
야 할 능력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결정되어 진다.
그러나 작업환경 조건에서의 집단적인 예방활동(group-oriented preventive

intervention)이 2차적인 문제로 간주됨으로써 개인 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강조되
어서는 안된다.심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되면,개인적 민감성
(susceptibility)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게 된다.한 개개인은 한 사업장내의 여
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심리학적인 특성과 행동관습을 소유하게
된다.
최근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물질적인 것과 인간의 가치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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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생산성과 근로자들의 건강과 이념을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이 세상 사
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며,그 두 가지는 항상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다.

3)작업 외적 환경조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은 심리학적,사회학적,생리학적 문제들의 총체적 스펙

트럼을 검토해 봄으로써 한 개인의 작업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의 자극을 주는 즉,
종합적 학문 연계 접근(multidisciplinaryapproach)을 통해서만이 적절하게 연구
되어질 수 있다.특정 직업집단에서의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그 결과를 연구해 볼
때,작업장 내에서 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나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영
향을 주는 스트레스의 작업외적 원인(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되는 두 가지의 주요 작업외적 영역은 가정환경(부부관계,
경제적 문제)과 사회적 환경(사회활동,대인관계,도시.농촌 생활조건 등)이다.

4)직무 영역

가)직무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요인
다양한 직종의 경우 직무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열

악한 물리적 작업환경(인간공학적 조건),교대근무,직무과중,직무과소,그리고 물
리적 위험도 등이라 할 수 있다.

(1)인간공학적 조건
열악한 물리적 작업환경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게 된다.예를 들

면 핵발전 등에서 통제실의 구조적인 설계가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보
면 중요한 변수이며 보다 세련된 인체공학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Otway& Misenta,1980).항공통제관들은 직장 내에서의 인체공학적 조건들에 대
해 자주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Crumpetal.,1980).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인
간공학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노동자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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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
여러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교대근무는 일반적인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이는 체중,신진 대사율,혈당,정신효율로 그리고 일에 대
한 동기부여와 같은 신경생리학적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결국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시킨다(Cobb& Rose,1973;Selye,1976).1970
년대 초반에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항공통제관들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
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그들은 이등 비행사에 비해 고혈압 유병율이 4배가량 높
고 당뇨,위궤양의 유병율이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Cobb & Rose,
1973).

(3)직무과중
직무과중(workoverload)은 양적인 측면(예를 들면,일할 양이 많은 것)과 질적

인 면(예를 들면,일은 해내기가 어려운 것)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직무과중이 직
업성 질환의 주원인이 된다는 경험적인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특정의 행동적 역
기능과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Copper& Marshall,1976,1978;Kasl,
1973).예를 들면,양적인 직무과중과 흡연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French&
Caplan,1972).1500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직무과중은 자부심 저하,일에 대한 동기부여의 감소,현실도피성 음주와 같은 스
트레스와 관련된 증상 등과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Margolisetal.,1974).

(4)직무과소
직무과소(workunderload)는 반복적이고,일상적이고,지루하고 혹은 아무런 자

극도 주지 못하는 작업환경(예를 들면,일정한 생산 공정 라인)과 더불어 건강을
해롭게 한다.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흥미 부족이나 지루함 등은 비정상적인(위급
한)상황에 처했을 때 이에 대응할 능력을 감소시키게 된다(Otway& Misenta,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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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리적 위험도
몇몇 직종(예:경찰,광부,군인,소방수 등)은 위험성의 측면에서 볼 때,고위험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적지 않은 물리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Davidson &
Veno,1980).

나)조직 내에서의 역할
직장 내에서의 각 개인의 역할은 직무 스트레스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스

트레스는 역할 모호성(예를 들면,직장에서 한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이나 역할갈등(예를 들면,직장에서의 요구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
에 의해 발생된다.역할모호성이나 역할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조직 내의 스트레스
는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을 갖는 질병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나아가 관리직이나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역할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무 스트레스의 성향을 보인다.
여러 가지의 문헌고찰을 통해 종합해 보면,역할갈등이나 역할모호성은 직무만

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나,역할갈등이나 역할모호성과 정신질환 간의 상
관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추세이다.역할갈등에 처했을 때 한 사람
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좌우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퍼스넬리티이다.외
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사람들에게서 직무와 관련된 긴장감을 더욱 많이 느
끼고 융통성이 많은 사람은 엄격한 사람에 비해 갈등상태에 놓였을 때 보다 덜
긴장을 느끼게 된다(Beehretal.,1976;French& Caplan,1972;Shirom etal.,
1973).

다)경력의 개발
경력의 개발과 관련해 발생하게 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인자는 고속승진,승진

지체,지위불일치,직업의 안정성 결여,빈약한 포부 등과 같은 것 때문에 유발된
다고 보고 있다(Cooper& Marshall,1978).미국의 해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
구를 보면,승진이나 승급과 군사적 효율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정신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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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발생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Eriksonetal.,1972).그러나 반드시
승진이나 승급(호봉)이 직무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원자력
공장의 기사의 경우 봉급의 대폭적인 인상이 반드시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증가시
키지는 못하였다(Otway& Misenta,1980).

라)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대인관계의 성격,동료나 상사,하급자 등으로부터 받

는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Payneetal.,1980).조직
의 성원들과 좋지 못한(원만하지 못한)대인관계는 역할모호성으로 인해 더욱 촉
진된다.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낮은 직무만족도의 형태와 같은 심리학적 긴장
을 야기시키게 한다(French& Caplan,1972).친한 동료들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
지를 받으면 직업성 긴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코티손
(cortisone),혈압,혈당,흡연 개피수 뿐만 아니라,금연율 등에도 직업성 긴장이
미치는 효과 역시 잘 알려져 있다(Caplanetal.,1975).

5)조직의 구조와 분위기

조직의 구조나 분위기와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는 회사의 경영정략(politics),효
율적인 자문의 결여,정책결정 과정으로부터의 배제,행동의 제약 등과 같은 요인
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Cooper& Marshall,1978;Veno& Davidson,1978).조
사연구에 의하면,정책결정에의 참여기회가 높은 경우 현실도피성 음주나 과흡연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행동을 줄여줌과 동시에,높은 생산성,업무수행의
개선,낮은 이직률,낮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 유병률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French& Caplan,1972;Margolisetal.,1974).

6)작업환경요인(물리적 화학적요인)
작업장 내에서의 물리적,화학적 요인은 육체적 건강은 위해하게 하는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작업장 내에서의 물리적,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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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으로는 유기용제나 중금속과 같은 화학물질과 심리적 기능이나 정서적 행
동반응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소음,진동,온열조건 등과 같은 물리적 요인이
있다.심리사회적 작업조건이 개선되었다면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물리적 화학적 요인들이 근로자의 심리학적 기능이나 정신건
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근로자의 직무만
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다양한 직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해를 주는 스트레스인자는 소
음,온열조건,진동 그리고 화학물질인 것으로 근로자들은 호소하고 있다.핀란드
의 육체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응답자의 약 52%가 소음이 가장 많
은 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그 다음은 온열조건으로 약 47%를 차지
하였다(Koskelaetal.,1973).작업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
적인 물리적,화학적 요인으로는 유기용제,일산화탄소,중금속,농약,소음,진동,
온열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다다다...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건건건강강강 영영영향향향

미국의 대부분의 의학교과서에서는 질병의 50-80%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
고 기술하고 있으며(Pelletier,1977),스트레스는 질병발생 및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동(예:흡연,음주,약물남용 등)과 관련성이 있으며(Weidneretal.,1996;Wiebe,
1986),약물남용(음주,흡연,커피 등)(Baeretal.,1987;Conwayetal.,1981)을 증
가시키고,사고 (Johnson,1986;Quicketal.,1997)나 질병결근(Northetal,1996)
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신체적 질병을 호소하

는 근로자들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다.미국의 경우 40%이상의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과도한 직
무 부하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일을 마칠 때가 되면,‘고갈되거나(used
up)’,‘정서적으로 말라붙어 버리는(emotionallydrained)’상태가 된다고 응답하였
다 (Galinskyetal.,1993).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갖는 내재적 위험성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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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의 저하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의료이용 및 산업재해의 증가 등 치명적
인 사회적 부담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영향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최근 10

년동안 활발히 연구들이 수행되었다(Changetal.,1997;Chaetal.,1998;Chaet
al.,1999;Changetal2002a;Changetal.,2002b;Kohetal.,2002;Yoonetal.,
2002;Kohetal.,2004;Kongetal.,2004;Kangetal.,2004;Jangetal.,2004;
Kim etal.,2004;Changetal.,2005;Kohetal.,2005;Kangetal.,2005;Leeet
al.,2005;Kanget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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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AAA형형형 행행행동동동 유유유형형형

가가가...AAA형형형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의의의 개개개념념념

A형 행동유형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Denollet,1993).A형 행동유형은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고,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며,경쟁적이며 참을성이 없는 성격으로,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위의
성향을 보이지 않는 행동유형의 특성은 B형 행동유형으로 각각 정의된다
(Friedman& Rosenman,1959).A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시간 개념에 대해
과민한 반응(hyperawareness)을 보이고 따라서 보행이나 식사 그리고 업무수행을
빠르고 겉치레로 하는 경향을 보이며,안면긴장,말 빠르게 하기,다른 사람의 말
끼어들기,호흡시 소리내기 등의 신체적인 특성을 보인다(Denollet,1993).다소 논
란의 여지는 있지만,Friedman과 Rosenman(1959)는 A형 행동유형과 건강간의
중요한 관련성을 강조하였다.즉 그들은 A형의 행동유형을 갖지 않을 경우 지방
식 섭취,흡연,운동부족과는 관계없이 70세 이전에는 절대로 심장질환이 발생하
지 않지만,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갖는 사람은 30혹은 40대에도 쉽게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나나...AAA형형형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과과과 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A형 행동유형은 직무 수행도,직무요구나 직무자율성 그리고 역할모호성 등과
같은 직무 내용과도 유의한 연관성이 입증되었다.즉,A형의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높은 직무요구를 느끼며(Smith& Anderson,1986;Waldronet
al.,1980),낮은 직무자율성(Chesney & Rosenman,1980)과 높은 역할모호성
(Howardetal.,1977;Keenan& McBain,1979)의 인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직무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A형 행동유형과 적대감(hostility)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그 이유로는 첫째,적대적 성향의 인성적 특성이 직무 스트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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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조절해 줄 것이라는 가능성 둘째,A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수입이나
위세에 의해 조직 내에서 보상받는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Ivancevich &
Matteson,1988;Chesney& Rosenman,1980).직무 수행도의 측면에서 보면,A형
행동유형의 성향은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tteson& Ivancevich,1987).A형 행동유형은 B형의 행동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많은 노력을 쏟는 성향을 보이지만,B형의 사람들보다는 주관적인 피로를 적게 느
끼며(Carver,1976),위기나 도전을 받는 상황 하에 있을 때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Lundberg,1982;Matthewsetal.,1983;
Weidner& Matthews,1978).

다다다...AAA형형형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과과과 신신신체체체적적적 질질질병병병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A형 행동유형과 심장질환의 발생간의 관련성에 대해선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
서 보고된 바 있다.대표적 연구로 Framingham 연구결과에 의하면,A형 행동유
형을 소유한 사람은 B형의 사람보다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약 2배가량 높다고 하
였다(Eakeretal.,1989).그리고 French-Belgian심장질환 공동연구에서도 A형의
행동유형이 역시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French-Belgian
Group,1982).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A형 행동유형과 심장질환 간에 유의한 관련
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예를 들면,널리 알려진 HonoluluHeartProgram에서는
A형의 행동유형과 심장질환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못하였다(Cohen&
Edwards,1989).
A형 행동유형은 신체화 증상(Nakano,1990;Suls & Sanders,1988),혈압

(Garrityetal.,1990;Kemperetal.,1990;Keltikangasetal.,1990),불안과 우울
(Chesneyetal.,1981;Matteson& Ivancevich,1982)과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
다.
A형 행동유형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인자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그 자

체가 심리학적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additiveeffect)(Burke,
1988),이 밖에도 인지된 스트레스 인자의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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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긴장간의 관계를 수정시키는 중재효과(moderatedeffect)(Gansteretal.,1987)
와 스트레스 인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mediatedeffect)(Edwardsetal.,1990)등이 발견되어 스트레스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성적 특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증,그리고 관상동맥심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Gallacheretal,1988;Irvineetal,1991)사
회심리적 특성으로서 A형 행동유형과 심혈관질환의 발생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
해선 아직 합의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전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특성으로,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은 어떤 특정 상황,특히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사건이나 변화의 국면에서는 보통
안면이 긴장되고 말이 빨라지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기
를 잘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과반응(hyper-reactivity)의 성향을 나타낸다 (Falkner
etal,1979;Light& Obrist,1980).
그러나 특정의 퍼스넬리티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예:혈압)를 증가시키는가

에 대해선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일부의 연구결과에서는 관
련성이 없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Cochrane,1973;Sparrow etal,1982;Marovitz
etal,1993;Friedmanetal,2001).

333...피피피로로로

가가가...피피피로로로의의의 정정정의의의

피로는 수면이나 휴식부족,그리고 육체적인 힘을 소비한 후 호소하게 되는 정
상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정신적인 몰두나 일에 대한 성취동
기가 부족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피로는 질병의 발생을 알리는 증상으로 정의되
며,지속적인 피로는 환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의사들에게 호소하는 비특이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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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Davidetal,1990).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피로의 유병률 및 발생률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많으나,일

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피로 유병률은 피로의 정의,측정
도구 및 조사대상자의 다양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7%-45%로 매우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Kantetal,2003).미국 콜로라도 주의 한 연구(Morrison,1980)에 의하
면,7,600명의 지역 주민 중 약 3%인 220명이 기질적 이상과는 무관한 피로로 치
료를 받았으며,Chen(1986)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 응답자의
약 14.3%,여자 응답자의 20.4%가 피로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최근
미국 2개 주 3,3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Sheferetal,1997)에 의하면,
약 18.7%의 근로자가 최소한 1달 이상의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였고,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11.5%였으며,만성피로증후군에 상응하는 증상을 호소한 사람은 약
2.3%였다.국내에서는 Chang등(2005)이 전국 315개의 5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10,176명(남자:7,984명,여자:2,19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면,32%의
근로자들이 최근 2주 동안 피로를 느낀다고 응답하였고,이중 9.4%(남자:9.6%,여
자:8.7%)는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 직장인 피로의 심
각성을 보고하였다.

나나나...피피피로로로의의의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남녀간의 피로에 대한 비차비
는 다양하지만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피로경험의 위험도는 약 1.2-1.7배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Davidetal,1990;Lewis& Wessely,1992;Pawlikowska,1994;
Fuhrer& Wessely,1995),피로 수준을 비교해 보면,남자보다는 여자가 유의하게
높은 피로자각증상 수준을 보였다(Chen,1986;David etal,1990;Sheferetal,
1997;Wesselyetal,1997;Logeetal,1998).연령별로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
과를 보였는데, 18세부터 50세까지는 별 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Bengtsson등(1987)의 연구에서는 여성에서만 50세 이후 감소하였고,Essen-Moller
(1956)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50세 이후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결혼상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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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혼자들이 기혼이나 이별/사별/별거 집단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고(Changet
al,2005),사회경제적 상태별로는 반숙련직 및 비숙련직 생산직 근로자들에서 피
로 유병률의 완만한 증가 현상이 발견되었다(Wessely,1989).프랑스의 일차의료
기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피로 연구에서는 상류층보다 하류층이 보다 높은 피
로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의사로부터의 피로 진단은 덜 받는 양상을 보여 피로에
대한 의학적 인식이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
다(Fuhrer& Wessely,1995).
직업 특성으로는 장시간 근무(Sokejima& Kagamimori,1998;Harma,2003;van

derHulst,2003)와 교대 근무(Alfredssonetal,1991;Harmaetal,1998;Sonet
al,2004),그리고 과도한 직무 요구와 역할 갈등(Hardyetal,1997;deCroonet
al,2002),직무재량도 결여 및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부족(Bultmann
etal,2002)등이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생활양식 및 건강관련행위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 역시 피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Chadler,1993).예를 들면,불규칙한 수면습관과 과도한 스트레
스의 경험은 피로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Schuwartzetal,1996).흡
연의 경우 비흡연자 집단에 비해 흡연자들이 아침 기상 시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고 하였으며(Akerstedtetal,2002),이스라엘의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행
한 한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하루 10개피 이상 흡연을 하
는 근로자들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피로수준을 보였다(Kristal-Bonehetal,1996).
규칙적인 운동은 피로수준을 떨어뜨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Kristal-Bonehetal,1996;Changetal,2005).
환경 영역에서는 소음,근무환경의 공기청정도,더위,불편한 사무용 가구,외부

로부터의 자극 등과 같은 부적절한 근무환경 요인(Brunoetal,1993;deRijket
al,1999),그리고 자신력(self-efficacy)과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질병이환기간 등도
피로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Findleyetal,1998).개인적 성격의 경우 완벽주
의(Freudenberger,1974;Woods& Goldberg,1991; Magnussonetal,1996),A형
성격(Blakerlyetal,1991),뉴로티시즘(Wood etal,1990),내향성(Montgomery,
1983)등이 피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그 외에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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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준이나 대응 방식,가정에서의 가사부담 등도 피로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Kristensen,1995).

다다다...피피피로로로와와와 건건건강강강영영영향향향

피로는 질병위험요인이나 질병발생 과정 그리고 기능적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최근에는 피로와 심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
질환 위험요인 및 질병발생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있다(Ream & Richardson,
1996;Swain,2000;Franssenetal,2003).예를 들면,심장의 자율신경 기능의 변
화(Kageyamaetal,1997;Sasakietal,1999),심근경색과 돌연심장사의 전조 증상
(Rissanenetal,1978;Apples& Mulder,1988;Coleetal,1999),심박동수 변이
분석에서 교감 및 부교감 신경 기능의 감소(Songetal,2005)등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피로는 또한 만성질환 발병 이후의 재활치료 등의 과정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활동 및 독
립성)은 피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Inglesetal,1999;Michael,2002).
피로는 단지 직장 및 가정 영역에서의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성과나 기능수행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야할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다(Kantetal,2003).한 연구보고에 의하면,근로자 인구의 약 20%가량이 피
로를 호소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Bultmannetal,2002).네덜란드에서 수행
된 한 연구에 의하면,지속적인 피로는 영구 장해급여 원인 중 약 30%를 차지하
는 중요한 증상 중의 하나로 조사되었으며(vanDijk& Swaen,2003),영국에서도
피로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 불건강의 문제가 근로자의 질병발생의 위험과 결근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Glozier,2002).Sluiter등
(2003)이 수행한 6개의 상이한 직종에 따른 피로연구에서는 피로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질병결근을 보고한 바 있다.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피로는 근로자의 질병결근이나 질병이직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하며(Janssenetal,2003),일상생활에의 부적응 등을 야기하여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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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키고 의료이용을 증가시키고(Lawrie etal,1997;Torres-Harding etal,
2002),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Chen, 1986; David et al, 1990;
Winningham etal,1994).피로는 장시간 노동하는 근로자에게서 작업 중 집중력
을 떨어뜨리고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는 안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purgeon etal,1997;Kristal-Boneh etal,1996;
Swaenetal,2003).피로는 근무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
데,낮 근무보다는 밤 근무(nightshift)시에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며,졸림,수면장
애 등을 유발하고,업무상 사고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등 산업안전을 저해하는 주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aneckeetal.1998).
미국의 경우 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 작업수행능력저하에 의해

손실된 경제적 비용이 약 4억 달러로 추산되었고,핀란드의 경우는 수면장애에 따
른 손실비용이 5천만 마르크로 추산되었다(Leger,1994).따라서 피로는 단순히 일
차의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편함이 아니라,만성 질환자에서 발견되는 건강문
제에 상응하는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Kroenke etal,
1988).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피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깊이 인식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Barofsky& Legro,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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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이 연구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표준화 전국 조사연구(National
StudyforDevelopmentand Standardization ofOccupationalStress(NSDSOS
Project:2002-2004)’의 수행을 위해 표본추출된 전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30,146명(남자:84%,여자:16%)중 사무직 근로자 4,502명(남자:68.2%,여자:
31.8%)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이 연구에서 사무직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종속변수인 피로는 직종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직무 스트레스 역
시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직무 특성을 갖는 표본집단과 피로
간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자 등에게 연구의 취지를

알린 후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응답자 직접 기입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직업적 특성,건강관련 요인,행동유형,7개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그리고
피로 자각 수준에 대해 수집하였다.

222조조조사사사변변변수수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가가가...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은 직무요구,직무자율성 결여,직무 불안정,관계갈등,조
직체계,보상 부적절,직장문화 등의 7개 영역의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KOSS-SF)을 사용하였다(장세진 등,2005).7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직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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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업무량 증가,업무 중 중단,
책임감,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직무자율성 결여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업무 예측가능성,직무 수행권한 등이 이 범주
에 포함된다.
(3)직무 불안정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를 구직기회,고용 불안정성 등

이 여기에 속한다.
(4)관계갈등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

가하는 것이며 동료의지지,상사의지지,전반적인지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5)조직체계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조직의 차원,조직 내 갈등,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6)보상부적절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존중,내적 동기,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7)직장문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비합

리적인 의사소통체계,비공식적 직장 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으
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장세진 등, 2005)는 JCQ(job Contents

Questionnaire),ERI(Effort-RewardImbalance),OSI,k-OSI,NIOSH 모델 등의 높
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총망라하여 개발한 것으로서,아래 수식에 의해 각
영역을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을 의미 한다.7개 하부 직무 스트레스 하부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0.538-0.704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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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 =
(실제점수 -문항수)×100

(예상 가능한 최고 점수 -문항수)

나나나...AAA형형형 행행행동동동 유유유형형형

A형 행동유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0개 항목의 Framingham TypeA
BehaviorPattern(Haynesetal,1978)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중앙값(median)을 중
심으로 A형 행동유형과 B형 행동유형으로 구분하였다.A형 행동 유형의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지수인 Cronbach α값은 0.704였다(표 1).

다다다...피피피로로로

피로의 평가는 그 동안의 유용성 평가에서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
증되어진 Schwartz등(1993)의 FAI(FatigueAssessmentInventory)를 토대로 장세
진(2000)이 개발한 19문항의 다차원 피로척도(Multidimensional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였다.MFS는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피로수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전반적 피로도(8항목),일상생활 기능장애(6항목),상황적 피로(5항목)의
3개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7점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피로수준을 평가하였다.MFS에 대한 신
뢰도 검정 결과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은 0.88(장세진,2000),
0.93(Changetal,2005)으로 비교적 높았고,최근 전국 사업장 근로자 10.176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MFS와 주관적 평가에 의한 피로수준간의 상관계수 r은
0.33(p<0.001)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Changetal,2005).이 연구에서의
MFS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은 .934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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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설설설문문문문문문항항항의의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구 분 문항수 Cronbach'α

행동유형 10 0.704
피로도 19 0.934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4 0.631
직무자율성 결여 4 0.674
관계갈등 3 0.581
직무불안정성 2 0.597
조직체계 4 0.704
보상부적절 3 0.676
직장문화 4 0.538

라라라...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행행행위위위

건강관련행위의 변수로는 흡연,음주,규칙적 운동여부(≥30분/일) 등을 조사하
였다.

마마마...기기기타타타 통통통제제제변변변수수수

성,연령,교육수준,결혼상태,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사업장 규모 등을 통제변
수로 모든 다변량분석에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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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첫째,교차분석,t검정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A형 행동유형 그리고 피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둘째,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A형 행동유형과 직무 스트레스가

고위험 피로에 미치는 비차비(oddsratio)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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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가가가...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성별 분포를 보면,총 4,502명 중 남자가 3,070명 (68.2%),여자가 1,432명
(31.8%)로 남자가 2.1배가량 많았고,연령별로는 30대(38.4%),20대(35.3%),40대
(21.8%),50대 이상(4.5%)순이었다.성별 연령별 분포에서 주목되는 점은 여자의
연령이 남자보다 젊은 양상을 보였다.결혼상태별로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3/2가량
(65.8%)이 배우자가 있었고 미혼(33.0%),이혼/별거/사별(1.2%)의 순이었다.교육수
준은 67.5%가 대졸 이상자였고 중졸 이하는 3.1%에 지나지 않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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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성성성별별별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단위: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P값
연령(세)
20대 760(28.1) 655(50.2) 1,415(35.3) .000
30대 1,188(43.8) 350(26.9) 1,538(38.4)
40대 631(23.3) 245(18.8) 876(21.8)
50대 이상 129( 4.8) 53( 4.1) 182( 4.5)
합 계 2,708(100.0) 1,303(100.0) 4,011(100.0)

결혼상태
미혼 813(26.8) 643(46.7) 1,456(33.0) .000
기혼 2,199(72.3) 705(51.2) 2,904(65.8)
이혼/별거/사별 26( 0.9) 29( 2.1) 55( 1.2)
합 계 3,038(100.0) 1,377(100.0) 4,415(100.0)

교육정도
중졸이하 60 ( 2.0) 75( 5.6) 135( 3.1) .000
고졸이하 848 (28.1) 434(32.3) 1,282(29.4)
대졸이상 2,115 (69.9) 834(62.1) 2,949(67.5)
합 계 3,023 (100.0) 1,343(100.0) 4,366(100.0)

나나나...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성별에 따른 직업 특성으로 사업장 규모,고용형태,그리고 주 5일 근무여부 등
에 대해 살펴보았다.사업장 규모는 크게 100인 미만,100-500인 미만,500-1,000인
미만,1,000인 이상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여자들은 10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31.0%)을 차지한 반면,남자는 1,000인 이상
의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41.3%)을 차지하였다.고용형태별
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정규직이 84.8%였으며,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
자가 92.3%인데 반하여 여자는 68.2%만이 정규직으로 성별 차이를 보여주었다.주
5일제 근무 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32.4%가 주 5일제 근무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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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에 비해 주 5일제 근무자의 비율이 2배가량 높았다(표 3).

표표표 333...성성성별별별 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단위: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P값

사업장규모(명)
-99 713(23.3) 428(31.0) 1,141(25.7) .000

100-499 1,020(33.4) 400(29.0) 1,420(32.0)
500-999 61( 2.0) 133( 9.7) 194( 4.4)
1000이상 1,261(41.3) 417(30.3) 1,678(37.9)

합 계 3,055(100.0) 1,378(100.0) 4,433(100.0)

고용형태

정규직 2,816(92.3) 929(68.2) 3,745(84.8) .000
기타 비정규직 235( 7.7) 434(31.8) 669(15.2)

합 계 3,051(100.0) 1,363(100.0) 4,414(100.0)

주 5일 근무여부
예 1,161(38.0) 271(19.8) 1,432(32.4) .000
아니오 1,892(62.0) 1,100(80.2) 2,992(67.6)

합 계 3,053(100.0) 1,371(100.0) 4,42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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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

건강 행태는 음주,흡연,규칙적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우선 음주의 경우 전
체 응답자의 77.2%가 음주를 한다고 하였고 흡연상태별로는 36.6%가 흡연자였으
며,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 대해선 29.7%가 운동을 한다
고 응답하였다.세 가지의 건강행태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남자가 여자보다 음
주율(남자:84.4%,여자:61.1%),흡연율(남자:47.8%,여자:11.0%)에서 모두 높았
고,규칙 운동 실천 여부 역시 남자들이 여자보다 1.5배가량 높았다(남자:33.4%,
여자:21.6%)(표 4).

표표표 444...성성성별별별 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
단위: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P값
음주상태
마신다 2,574(84.4) 827(61.1) 3,401(77.2) .000
안마신다 477(15.6) 527(38.9) 1,004(22.8)
합 계 3,051(100.0) 1,354(100.0) 4,405(100.0)

흡연상태
흡연 1,451(47.8) 145(11.0) 1,596(36.6) .000
비흡연 1,009(33.3) 1,141(86.2) 2,150(49.4)
과거흡연 574(18.9) 37( 2.8) 611(14.0)
합 계 3,034(100.0) 1,323(100.0) 4,357(100.0)

운동상태
예 1,016(33.4) 297(21.6) 1,313(29.7) .000
아니오 2,025(66.6) 1,077(78.4) 3,102(70.3)
합 계 3,041(100.0) 1,374(100.0) 4,4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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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요요요인인인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연구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7개의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을 비교하기 위
하여 7개의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에 대하여 성별로 사분위수를 구하여 분포를
비교하였고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성별
7개 영역의 직무 스트레스의 사분위수는 남자의 경우, 직무요구(~33.32,
33.33~49.99, 50.00~58.32, 58.33~), 직무 자율성 결여(~33.32, 33.33~41.66,
41.67~49.99,50.00~),관계갈등(~22.21,22.22~33.32,33.33~44.43,44.44~),직무불안
정(~33.32, 33.33~49.99, 50.00~66.66, 66.67~), 조직체계(~33.32, 33.33~41.66,
41.67~58.32,58.33~),보상부적절(~33.32,33.33~44.43,44.44~55.55,55.56~),직장문
화(~24.99, 25.00~33.32, 33.33~41.66, 41.67~)이었고, 여자는 직무요구(~41.66,
41.67~49.99, 50.00~58.32, 58.33~), 직무 자율성 결여(~41.66, 41.67~49.99,
50.00~66.66,66.67),관계갈등(~22.21,22.22~33.32,33.33~44.43,44.44~),직무불안정
(~16.66, 16.67~33.32, 33.33~49.99, 50.00~), 조직체계(~33.32, 33.33~49.99,
50.00~58.32,58.33~),보상부적절(~33.32,33.33~44.43,44.44~55.55,55.56~),직장문
화(~33.32,33.33~41.66,41.67~49.99,50.00~)이었다.

가가가...직직직무무무 요요요구구구도도도

먼저 성별 직무 요구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직무 요
구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20대,40
대,50대 순이었다(p<0.01).결혼 상태별로는 이혼/사별/별거 군에서 가장 높았고
미혼자 집단이 가장 낮았고(p<0.05),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
았다(p<0.01)(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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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요요요구구구도도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성
남자 474(15.8)1,194(39.8) 573(19.1) 758(25.3) .140 52.41±14.55 .005
여자 195(14.6) 497(37.2) 279(20.9) 365(27.3) 53.80±15.41

연령
20대 243(17.6) 533(38.5) 254(18.4) 354(25.6) .000 52.51±15.76 .000
30대 189(12.5) 574(37.8)1,318(20.9) 437(28.8) 54.31±14.30
40대 138(16.2) 339(39.7) 175(20.5) 202(23.7) 52.10±14.30
50대 45(25.4) 70(39.5) 25(14.1) 37(20.9) 48.45±14.82

결혼상태
미혼 262(18.4) 560(39.3) 255(17.9) 348(24.4) .001 51.94±15.63 .019
기혼 400(14.0)1,116(39.0) 589(20.6) 756(26.4) 53.24±14.38
이혼/별거/사별 10(19.2) 17(32.7) 6(11.5) 19(36.5) 54.48±15.70

교육정도
중졸이하 21(17.2) 44(36.1) 21(17.2) 36(29.5) .003 52.19±15.03 .000
고졸이하 218(17.5) 521(41.7) 235(18.8) 274(22.0) 51.34±14.44
대졸이상 423(14.5)1,113(38.1) 588(20.2) 794(27.2) 53.47±14.89

사업장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직무 요구도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고,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 및 기타 계약직에 비해
직무에 대한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주 5일제 근무 여부는 5일제 근무
를 실시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비실시 근로자들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6).



- 35 -

표표표 666...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요요요구구구도도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사업장규모

0-99 215(19.1) 441(39.2) 211(18.7) 259(23.0) .000 51.29±14.75 .000

100-499 246(17.7) 585(42.1) 243(17.5) 314(22.6) 51.09±14.47
500-999 33(17.7) 71(38.2) 37(19.9) 45(24.2) 52.37±14.86
1000이상 186(11.2) 602(36.4) 363(21.9) 503(30.4) 55.25±14.85

고용형태

정규직 543(14.7)1,441(38.9) 742(20.0) 977(26.4) .000 53.17±14.66 .000

기타 133(20.9) 249(39.2) 110(17.3) 144(22.6) 50.77±15.75
주5일근무
예 237(16.6) 593(41.5) 270(18.9) 329(23.0) .007 51.57±14.60 .000
아니오 441(15.1)1,098(37.6) 584(20.0) 794(27.2) 53.42±14.94

건강행태의 경우 흡연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나 과거흡연자에 비해 직무 요구
도의 수준이 높았고,운동은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직무 요
구도의 수준이 높았다(p<0.01).그러나 음주의 경우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여주진
않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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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777...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요요요구구구도도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음주상태

마신다 522(15.5) 1,328(39.5) 648(19.3) 864(25.7) .456 52.82±14.86 .966
안마신다 153(15.8) 358(36.9) 203(20.9) 257(26.5) 52.80±14.77

흡연상태

흡연 235(14.9) 643(40.9) 306(19.4) 390(24.8) .096 52.64±14.13 .000
비흡연 333(15.8) 771(36.7) 426(20.3) 573(27.2) 53.23±15.52
과거흡연 98(16.0) 258(42.0) 109(17.8) 149(24.3) 51.95±14.40

운동여부

예 249(19.3) 560(43.5) 232(18.0) 247(19.2) .000 49.80±14.30 .000

아니오 424(13.9) 1,128(36.9) 620(20.3) 881(28.9) 54.15±14.88

나나나...직직직무무무자자자율율율성성성 결결결여여여

직무 자율성 결여는 남자보다는 여자가,20대 연령층,무배우자(미혼,이혼/사별
/별거),중졸 및 고졸 출신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p<0.01)(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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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자자자율율율성성성결결결여여여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및및및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성
남자 758 (25.0)1,268 (41.9)466 (15.4)537 (17.7) .000 48.08±15.09 .000
여자 139 (10.4) 387 (28.9)305 (22.8)507 (37.9) 57.46±15.26

연령
20대 213 (15.2) 497 (35.6)291 (20.8)397 (28.4) .000 53.64±15.30 .000
30대 344 (22.5) 608 (39.7)247 (16.1)332 (21.7) 49.72±15.41
40대 224 (25.9) 342 (39.6)130 (15.0)168 (19.4) 48.61±16.53
50대 36 (20.9) 57 (33.1) 34 (19.8) 45 (26.2) 51.79±16.80

결혼상태
미혼 204 (14.2) 495 (34.4)316 (22.0)423 (29.4) .000 54.10±15.27 .000
기혼 692 (24.0)1,149 (39.9)448 (15.6)592 (20.5) 49.16±15.74
이혼/별거/사별 12 (22.6) 12 (22.6) 8 (15.1) 21 (39.6) 54.56±17.03

교육정도
중졸이하 14 (11.3) 33 (26.6) 30 (24.2) 47 (37.9) .000 57.12±15.61 .000
고졸이하 192 (15.3) 437 (34.8)249 (19.8)377 (30.0) 54.36±15.60

대졸이상 698 (23.7)1,171 (39.8)483 (16.4)592 (20.1) 48.98±15.43

직업 특성별로는 500-1,0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서,
그리고 주 5일제 미실시 근로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직무 자율성 결여의 수준이
높았다(p<0.01)(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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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999...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자자자율율율성성성결결결여여여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사업장규모
0-99 257 (22.6) 460 (40.4)204 (17.9)218 (19.1) .000 49.33±15.62 .000
100-499 272 (19.5) 566 (40.6)254 (18.2)302 (21.7) 50.87±15.21
500-999 21 (11.3) 38 (20.4) 27 (14.5)100 (53.8) 60.84±17.08
1000이상 354 (21.2) 600 (36.0)291 (17.5)422 (25.3) 50.94±15.67

고용형태
정규직 860 (23.0)1,518 (40.7)632 (16.9)723 (19.4) .000 49.03±14.94 .000
기타 45 (7.1) 143 (22.4)137 (21.5)312 (49.0) 61.36±16.02

주5일근무
예 423 (29.4) 632 (43.9)208 (14.4) 177(12.3) .000 45.90±14.56 .000
아니오 484 (16.5)1,034 (35.2)567 (19.3) 853(29.0) 53.22±15.70

건강행태별 직무 자율성의 결여 수준은 비음주자,비흡연자,그리고 규칙적 운
동 미실시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양상을 보였다(p<0.01)(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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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000...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자자자율율율성성성결결결여여여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음주상태

마신다 772 (22.8)1,331 (39.3) 569 (16.8) 716 (21.1) .000 49.65±15.50 .000
안마신다 131 (13.4) 330 (33.8) 199 (20.4) 317 (32.4) 55.06±15.96

흡연상태
흡연 406 (25.7) 686 (43.4) 253 (16.0) 237 (15.0) .000 47.24±14.63 .000
비흡연 318 (15.0) 697 (32.9) 415 (19.6) 689 (32.5) 54.57±15.92
과거흡연 168 (27.1) 271 (43.7) 91 (14.7) 90 (14.5) 47.14±14.58

운동여부

예 321 (24.7) 526 (40.4) 209 (16.1) 246 (18.9) .000 48.68±15.52 .000
아니오 582 (18.9)1,139 (37.1) 561 (18.3) 790 (25.7) 51.80±15.78

다다다...관관관계계계갈갈갈등등등

관계갈등은 남자보다 여자에서(p<0.01),젊은 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에서,이혼
/별거/사별 군에서(p<0.05)유의하게 높았으나,교육수준과 직무 자율성 결여 간
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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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관관관계계계갈갈갈등등등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성
남자 190(6.2) 1,881(61.8) 572(18.8) 401(13.2) .000 37.96±11.70 .000
여자 73(5.4) 726(53.5) 296(21.8) 262(19.3) 40.00±11.92

연령
20대 119(8.5) 796(56.7) 294(20.9) 195(13.9) .000 38.01±12.16 .025
30대 75(4.9) 928(60.3) 302(19.6) 233(15.1) 38.80±11.53
40대 36(4.1) 528(60.8) 171(19.7) 134(15.4) 38.97±11.33
50대 4(2.2) 106(58.6) 35(19.3) 36(19.9) 40.45±11.99

결혼상태
미혼 123(8.5) 830(57.4) 285(19.7) 208(14.4) .000 37.94±12.25 .027
기혼 137(4.7) 1,741(60.0) 576(19.8) 448(15.4) 38.95±11.60
이혼/별거/사별 3(5.6) 32(59.3) 11(20.4) 8(14.8) 39.09±10.95

교육정도
중졸이하 5(3.9) 80(62.5) 23(18.0) 20(15.6) .220 38.54±11.41 .109
고졸이하 70(5.5) 741(58.5) 241(19.0) 215(17.0) 39.17±12.13
대졸이상 181(6.1) 1,764(59.6) 601(20.3) 413(14.0) 38.34±11.63

직업 특성에 따른 관계갈등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500-1,00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들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0인 미만,1,000인 이상 사업장의 순이었다
(p<0.01).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관계갈등의 점수가 다소 높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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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222...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관관관계계계갈갈갈등등등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사업장규모
0-99 80(7.0) 635(55.6) 246(21.5) 182(15.9) .000 38.94±12.06 .000
100-499 84(5.9) 890(62.8) 255(18.0) 188(13.3) 37.80±11.69
500-999 10(5.3) 81(43.1) 38(20.2) 59(31.4) 43.03±12.77
1000이상 91(5.4) 1,016(60.8) 334(20.0) 230(13.8) 38.41±11.41

고용형태
정규직 220(5.9) 2,231(59.5) 756(20.2) 540(14.4) .087 38.53±11.60 .509
기타 40(6.1) 382(58.4) 115(17.6) 117(17.9) 38.85±12.58

주5일근무
예 89(6.1) 891(61.5) 271(18.7) 198(13.7) .120 38.00±11.38 .020
아니오 173(5.8) 1,722(58.2) 604(20.4) 462(15.6) 38.88±12.00

건강행태별로는 흡연상태의 경우 과거흡연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차이
를 보였으나(p<0.01),음주나 운동은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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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333...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관관관계계계갈갈갈등등등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음주상태

마신다 206(6.1) 2,045(60.1) 658(19.3) 494(14.5) .151 38.45±11.82 .201
안마신다 58(5.8) 560(56.4) 211(21.2) 164(16.5) 39.00±11.83

흡연상태
흡연 100(6.3) 994(62.4) 287(18.0) 212(13.3) .012 37.91±11.75 .012
비흡연 130(6.1) 1,214(56.8) 453(21.2) 342(16.0) 38.99±11.89
과거흡연 29(4.7) 367(59.3) 125(20.2) 98(15.8) 39.10±11.75

운동여부

예 88(6.7) 793(60.3) 246(18.7) 188(14.3) .256 38.17±12.08 .124
아니오 173(5.6) 1,817(58.8) 628(20.3) 473(15.3) 38.77±11.67

라라라...직직직무무무불불불안안안정정정

직무 불안정은 4개의 모든 인구학적 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여자보
다는 남자에서,30대 및 40대 연령층에서,기혼자 집단에서,그리고 대졸이상의 고
학력자 집단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다(p<0.01)(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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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444...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불불불안안안정정정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성
남자 148(4.9) 964(31.9) 929(30.7) 983(32.5) .000 49.55±18.12 .000
여자 119(8.9) 562(42.0) 400(29.9) 257(19.2) 43.24±17.11

연령
20대 107(7.7) 577(41.5) 416(29.9) 292(21.0) .000 44.58±17.47 .000
30대 71(4.6) 461(30.1) 478(31.2) 523(34.1) 50.10±18.08
40대 55(6.4) 279(32.5) 271(31.6) 253(29.5) 47.99±18.08
50대 16(9.0) 67(37.9) 52(29.4) 42(23.7) 44.73±18.65

결혼상태
미혼 108(7.5) 581(40.4) 416(28.9) 333(23.2) .000 45.13±17.74 .000
기혼 156(5.4) 937(32.6) 885(30.8) 896(31.2) 48.84±18.20
이혼/별거/사별 4(7.4) 15(27.8) 24(44.4) 11(20.4) 45.99±16.49

교육정도
중졸이하 11(8.9) 42(34.1) 41(33.3) 29(23.6) .133 45.83±17.21 .039
고졸이하 73(5.8) 462(36.8) 390(31.1) 330(26.3) 46.87±17.66
대졸이상 178(6.1) 998(34.0) 882(30.0) 880(30.0)) 48.17±18.26

직업특성별로는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p<0.01),고용형태나 주 5일제 근무 여부와 직무 불안정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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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555...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불불불안안안정정정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사업장규모
0-99 116(10.3) 463(41.3) 318(28.4) 224(20.0) .000 43.10±18.71 .000
100-499 76(5.4) 555(39.6) 427(30.5) 344(24.5) 46.22±17.08
500-999 13(6.9) 75(39.9) 51(27.1) 49(26.1) 45.48±16.40
1000이상 66(4.0) 446(26.7) 539(32.3) 619(37.1) 51.70±17.57

고용형태
정규직 231(6.2) 1,271(34.7) 1,129(30.4) 1,084(29.2) .057 47.89±18.18 .027
기타 37(5.7) 256(39.3) 194(29.8) 164(25.2) 46.19±17.79

주5일근무
예 76 (5.3) 490 (34.1) 445 (30.9) 428(29.7) .243 48.29±17.77 .105
아니오 191 (6.5)1,038 (35.4) 886 (30.2) 819(27.9) 47.34±18.23

직무불안정과 건강행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비음주군과 비흡연군에서
유의하게 직무불안정 수준이 낮았으며(p<0.01),운동여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
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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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666...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불불불안안안정정정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음주상태
마신다 197 (5.8)1,134 (33.5)1,043 (30.8)1,007 (29.8) .000 48.29±18.03 .000
안마신다 71 (7.3) 386 (39.5) 282 (28.9) 237 (24.3) 45.29±18.05

흡연상태
흡연 83 (5.2) 504 (31.8) 480 (30.3) 517 (32.6) .000 49.39±17.88 .000
비흡연 159 (7.5) 799 (37.8) 631 (29.8) 525 (24.8) 45.78±18.16
과거흡연 26 (4.2) 201 (32.6) 200 (32.4) 190 (30.8) 49.40±18.18

운동여부
예 96 (7.4) 445 (34.3) 405 (31.2) 351 (27.1) .067 46.77±18.05 .035
아니오 169 (5.5)1,078 (35.1) 930 (30.3) 893 (29.1) 48.03±18.08

마마마...조조조직직직체체체계계계

조직체계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연령,결혼상태,교육수준 등으로 4개의 변수가 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남자보다는 여자에서,20-30대의 저연령층에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그리고
고학력자 집단에서 조직체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았다(p<0.01)(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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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777...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조조조직직직체체체계계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성
남자 749 (25.0) 553 (18.5)1,163 (38.8) 529 (17.7) .000 49.28±14.34 .000
여자 261 (20.0) 211 (16.1) 524 (40.1) 311 (23.8) 51.93±14.19

연령
20대 307 (22.2) 236 (17.1) 532 (38.5) 308 (22.3) .000 51.08±14.98 .000
30대 287 (19.1) 248 (16.5) 636 (42.4) 329 (21.9) 51.57±13.94
40대 263 (31.0) 169 (19.9) 313 (36.9) 103 (12.1) 46.72±13.14
50대 58 (33.5) 40 (23.1) 50 (28.9) 25 (14.5) 46.10±13.91

결혼상태
미혼 327 (23.0) 229 (16.1) 546 (38.5) 317 (22.3) .027 50.88±15.14 .026
기혼 679 (24.0) 525 (18.5)1,117 (39.4) 511 (18.0) 49.64±13.92
이혼/별거/사별 9 (17.6) 9 (17.6) 24 (47.1) 9 (17.6) 50.65±14.89

교육정도
중졸이하 38 (33.0) 22 (19.1) 34 (29.6) 21 (18.3) .004 47.75±14.86 .003
고졸이하 329 (26.7) 214 (17.4) 468 (38.0) 222 (18.0) 49.14±13.97
대졸이상 637 (21.9) 514 (17.7)1,169 (40.2) 585 (20.1) 50.58±14.47

직업 특성과 조직체계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정규직일수록,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 집단일수록 높았다
(p<0.01)(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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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888...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조조조직직직체체체계계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사업장규모
0-99 301 (27.2) 215 (19.4) 407 (36.7) 185 (16.7) .000 48.50±14.45 .000
100-499 434 (31.6) 259 (18.9) 505 (36.8) 175 (12.7) 46.75±13.49
500-999 41 (22.8) 31 (17.2) 77 (42.8) 31 (17.2) 50.46±13.72
1000이상 247 (14.9) 261 (15.7) 701 (42.3) 449 (27.1) 53.74±14.24

고용형태
정규직 834 (22.6) 646 (17.5)1,470 (39.8) 739 (20.0) .005 50.40±14.35 .003
기타 176 (28.7) 112 (18.3) 218 (35.6) 107 (17.5) 48.55±14.18

주5일근무
예 420 (29.6) 292 (20.6) 510 (36.0) 196(13.8) .000 47.21±13.59 .000
아니오 593 (20.5) 472 (16.3)1,179 (40.8) 649(22.4) 51.51±14.50

조직체계와 건강행태 간의 관계는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융의하게 높은 조
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의 점수가 높았으나(p<0.01),흡연과 음주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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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999...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조조조직직직체체체계계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음주상태
마신다 780 (23.3) 596 (17.8)1,317 (39.3) 656 (19.6) .759 50.12±14.30 .812
안마신다 235 (24.8) 159 (16.8) 369 (39.0) 184 (19.4) 49.99±14.68

흡연상태
흡연 382 (24.3) 276 (17.5) 630 (40.1) 285 (18.1) .114 49.70±14.30 .011
비흡연 469 (22.6) 351 (16.9) 807 (38.9) 446 (21.5) 50.78±14.51
과거흡연 153 (25.0) 117 (19.1) 233 (38.1) 108 (17.7) 49.06±14.14

운동여부
예 357 (27.8) 239 (18.6) 469 (36.6) 217 (16.9) .000 48.58±14.54 .000
아니오 649 (21.5) 526 (17.4)1,218 (40.3) 629 (20.8) 50.79±14.23

바바바...보보보상상상부부부적적적절절절

보상부적절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남자보다는 여자가,20대의 젊은 연령층,
그리고 미혼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교육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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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000...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상상상부부부적적적절절절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성
남자 1061 (35.2) 710 (23.5) 630 (20.9) 617 (20.4) .000 47.57±14.93 .000
여자 335 (25.3) 281 (21.2) 331 (25.0) 376 (28.4) 51.82±15.63

연령
20대 390 (28.3) 299 (21.7) 328 (23.8) 361 (26.2) .000 50.60±15.90 .000
30대 448 (29.4) 361 (23.7) 343 (22.5) 374 (24.5) 49.59±14.76
40대 337 (39.1) 192 (22.3) 175 (20.3) 157 (18.2) 46.51±15.19
50대 71 (40.8) 46 (26.4) 33 (19.0) 24 (13.8) 45.21±13.55

결혼상태
미혼 393 (27.7) 305 (21.5) 330 (23.3) 391 (27.6) .000 50.87±15.98 .000
기혼 995 (34.6) 670 (23.3) 617 (21.5) 590 (20.5) 47.83±14.86
이혼/별거/사별 13 (25.0) 15 (28.8) 15 (28.8) 9 (17.3) 48.50±12.06

교육정도
중졸이하 47 (37.6) 23 (18.4) 27 (21.6) 28 (22.4) .303 48.09±16.14 .156
고졸이하 418 (33.4) 302 (24.1) 265 (21.2) 267 (21.3) 48.23±14.98
대졸이상 914 (31.3) 658 (22.5) 660 (22.6) 687 (23.5) 49.17±15.31

사업장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근로
자 집단일수록 보상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수준이 높았다(p<0.01).그러나 고
용형태에 따른 보상관련 직무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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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111...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상상상부부부적적적절절절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사업장규모
0-99 393 (35.1) 250 (22.3) 249 (22.2) 229 (20.4) .000 47.57±15.21 .000
100-499 555 (39.9) 342 (24.6) 251 (18.0) 243 (17.5) 46.11±14.75
500-999 53 (28.6) 32 (17.3) 50 (27.0) 50 (27.0) 50.87±14.95
1000이상 410 (24.7) 370 (22.3) 414 (24.9) 468 (28.2) 51.63±15.28

고용형태
정규직 1,203 (32.4) 853 (23.0) 817 (22.0) 837 (22.6) .578 48.72±15.10 .209
기타 196 (31.0) 139 (22.0) 140 (22.1) 158 (25.0) 49.59±16.30

주5일근무
예 585 (40.8) 347 (24.2) 279 (19.4) 224(15.6) .000 45.45±14.27 .000
아니오 812 (27.8) 648 (22.2) 685 (23.5) 771(26.4) 50.54±15.45

보상부적절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태는 흡연과 운동으로 흡연자나
과거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가,그리고 운동 미실천 집단이 실천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보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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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222...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보보보상상상부부부적적적절절절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음주상태
마신다 1,065 (31.7) 778 (23.1) 757 (22.5) 763 (22.7) .397 48.90±15.09 .773
안마신다 331 (34.0) 206 (21.2) 210 (21.6) 226 (23.2) 48.74±15.82

흡연상태
흡연 533 (33.7) 386 (24.4) 328 (20.7) 335 (21.2) .001 47.90±14.90 .000
비흡연 636 (30.3) 446 (21.3) 483 (23.0) 532 (25.4) 49.93±15.68
과거흡연 207 (33.8) 147 (24.0) 144 (23.5) 115 (18.8) 47.65±14.37

운동여부
예 507 (39.2) 302 (23.4) 253 (19.6) 230 (17.8) .000 46.21±15.18 .000
아니오 887 (29.1) 687 (22.5) 714 (23.4) 763 (25.0) 50.02±15.13

사사사...직직직장장장문문문화화화

직장문화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남자보다는 여자가,20대의 젊은 연령층,그
리고 미혼자 집단에서,그리고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1)(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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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333...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장장장문문문화화화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성
남자 1,212(40.4) 822(27.4) 553(18.4) 414(13.8) .000 41.24±12.28 .000
여자 463(34.9) 316(23.8) 241(18.1) 308(23.2) 44.39±14.19

연령
20대 495(35.7) 341(24.6) 248(17.9) 302(21.8) .000 43.74±14.37 .000
30대 547(36.0) 390(25.7) 317(20.9) 265(17.4) 43.00±12.47
40대 398(46.5) 223(26.1) 147(17.2) 88(10.3) 39.74±11.59
50대 79(46.5) 53(31.2) 20(11.8) 18(10.6) 38.33±12.93

결혼상태
미혼 515(36.2) 355(24.9) 243(17.1) 310(21.8) .000 43.68±14.21 .000
기혼 1,141(40.0) 769(26.9) 542(19.0) 403(14.1) 41.47±12.30
이혼/별거/사별 22(42.3) 11(21.2) 11(21.2) 8(15.4) 41.83±11.61

교육정도
중졸이하 44(36.1) 38(31.1) 22(18.0) 18(14.8) .000 42.55±11.78 .000
고졸이하 546(43.9) 325(26.1) 222(17.8) 151(12.1) 40.17±12.32
대졸이상 1,069(36.6) 753(25.8) 545(18.7) 550(18.9) 43.12±13.15

직업 특성별 직장문화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사업장 규모(1,000인 이상 사업
장),고용형태(정규직),그리고 주 5일제 근무 (미실시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1)(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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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444...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장장장문문문화화화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사업장규모
0-99 462(41.0) 290(25.7) 193(17.1) 183(16.2) .000 41.73±13.37 .000
100-499 572(41.2) 379(27.3) 250(18.0) 187(13.5) 40.90±12.29
500-999 94(53.1) 46(26.0) 17(9.6) 20(11.3) 37.71±13.53
1000이상 562(34.0) 424(25.7) 337(20.4) 330(20.0) 43.98±12.94

고용형태
정규직 1,375(37.2) 981(26.5) 700(18.9) 641(17.3) .000 42.58±12.89 .000
기타 302(47.7) 156(24.6) 92(14.5) 83(13.1) 40.09±13.27

주5일근무
예 612(42.9) 358(25.1) 261(18.3) 194(13.6) .000 40.85±12.62 .000
아니오 1,069(36.7) 783(26.9) 533(18.3) 528(18.1) 42.86±13.09

건강행태 역시 흡연,음주,운동 여부의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직장문화 스트
레스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음주자에 비해 비음주자가,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그리고 운동 미실천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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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555...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장장장문문문화화화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음주상태
마신다 1,328(39.5) 893(26.6) 614(18.3) 525(15.6) .006 41.85±12.71 .002
안마신다 349(36.1) 247(25.5) 176(18.2) 196(20.2) 43.41±13.78

흡연상태
흡연 645(41.0) 420(26.7) 293(18.6) 215(13.7) .000 41.30±12.60 .000
비흡연 767(36.5) 536(25.5) 380(18.1) 419(19.9) 43.21±13.56
과거흡연 249(40.8) 168(27.5) 114(18.7) 80(13.1) 41.08±11.55

운동여부
예 552(42.9) 345(26.8) 220(17.1) 170(13.2) .000 40.75±12.97 .000
아니오 1,130(37.1) 793(26.0) 576(18.9) 550(18.0) 42.81±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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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제제제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AAA형형형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의의의 비비비교교교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행동유형의 값을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높은 집
단을 A형 행동유형으로 낮은 집단은 B형 행동유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 특성과
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여자보다는 남자에서,40-50대 연령층에 비해 20-30대
연령층에서,그리고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A형 행동유형의 분
포가 높았다(p<0.01)(표 26).

표표표 222666...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A형 B형

P값 평균±표준편차 P값n(%) n(%)
성
남자 1,549 (50.5) 1,520 (49.5) .000 4.82±2.07 .000
여자 605 (43.6) 783 (56.4) 4.49±2.07

연령
20대 679 (47.7) 743 (52.3) .000 4.74±2.02 .000
30대 806 (51.8) 749 (48.2) 4.85±2.08
40대 389 (44.0) 495 (56.0) 4.54±2.11
50대 73 (39.7) 111 (60.3) 4.24±2.19

결혼상태
미혼 705 (48.1) 760 (51.9) .691 4.70±2.01 .734
기혼 1,434 (48.8) 1,502 (51.2) 4.74±2.11
이혼/별거/사별 24 (43.6) 31 (56.4) 4.58±2.14

교육정도
중졸이하 49 (36.3) 86 (63.7) .000 4.04±2.03 .000
고졸이하 542 (42.0) 749 (58.0) 4.39±2.08
대졸이상 1,549 (51.9) 1,435 (48.1) 4.90±2.06

행동유형과 직업특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
장 근로자들,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순으로 A형 행동유형의 양상
을 보였고,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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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았다(p<0.01)(표 27).

표표표 222777...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A형 B형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사업장규모
0-99 547 (47.5) 604 (52.5) .027 4.68±2.13 .001
100-499 679 (47.0) 765 (53.0) 4.63±2.06
500-999 81 (41.8) 113 (58.2) 4.34±1.99
1000이상 860 (50.9) 829 (49.1) 4.86±2.06

고용형태
정규직 1,912 (50.5) 1,871 (49.5) .000 4.83±2.06 .000
기타 247 (36.6) 427 (63.4) 4.10±2.09

주5일근무
예 732 (50.2) 727 (49.8) .125 4.78±2.07 .206
아니오 1,434 (47.7) 1,574 (52.3) 4.70±2.08

건강행태와 행동유형 간에는 흥미있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흡연자가 비흡연자
에 비해,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그리고 운동 미실천 군이 운동 실천군에 비
해 유의하게 A형 행동유형과 관련성이 높았다(p<0.01)(표 28).즉,A형 행동 유형
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B형의 사람들에 비해 흡연이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
았고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낮은 양상을 보여 건강행태와 행동유형 간에는 유의
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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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888...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A형 B형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음주상태
마신다 1,736 (50.5) 1,704 (49.5) .000 4.83±2.05 .000
안마신다 415 (41.1) 594 (58.9) 4.38±2.12

흡연상태
흡연 859 (53.5) 748 (46.5) .000 4.96±2.04 .000
비흡연 964 (44.5) 1,203 (55.5) 4.54±2.07
과거흡연 309 (49.4) 317 (50.6) 4.78±2.11

운동여부
예 588 (44.4) 737 (55.6) .000 4.52±2.09 .000
아니오 1,574 (50.2) 1,560 (49.8) 4.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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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제제제 특특특성성성별별별 피피피로로로수수수준준준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피로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피로를 사분위수(~72,
73~81,82~94,95~)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성,연령,결혼상태,교육수
준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즉,여자일수록,연령이 낮을수록,미혼자일
수록,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29).

표표표 222999...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도도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성
남자 717(24.7) 757(26.1) 759(26.1) 672(23.1) .000 82.68±17.91 .000
여자 297(23.5) 273(21.6) 314(24.8) 382(30.2) 84.99±18.86

연령
20대 284(21.0) 312(23.1) 342(25.3) 413(30.6) .000 85.90±17.07 .000
30대 311(21.0) 359(24.2) 408(27.5) 406(27.4) 84.94±17.59
40대 252(31.6) 214(26.8) 209(26.2) 123(15.4) 78.80±17.97
50대 70(44.3) 42(26.6) 25(15.8) 21(13.3) 72.94±20.19

결혼상태
미혼 290(20.9) 325(23.4) 352(25.4) 421(30.3) .000 85.86±17.33 .000
기혼 708(25.8) 691(25.2) 716(26.1) 624(22.8) 82.25±18.28
이혼/별거/사별 17(36.2) 17(36.2) 8(17.0) 8(10.6) 75.74±20.21

교육정도
중졸이하 43(42.3) 23(22.5) 21(20.6) 15(14.7) .000 74.24±20.93 .000
고졸이하 376(31.6) 303(25.5) 279(23.5) 230(19.4) 79.56±18.75

대졸이상 580(20.4) 692(24.4) 769(27.1) 796(28.1) 85.3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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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특성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정규직일수록,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근로자일수록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30).

표표표 333000...직직직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도도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사업장규모
0-99 285(26.5) 268(24.9) 273(25.4) 249(23.2) .000 82.10±18.60 .000
100-499 420(32.0) 361(27.5) 314(23.9) 217(16.5) 79.00±17.89
500-999 38(20.8) 41(22.4) 41(22.4) 63(34.4) 86.13±19.12
1000이상 284(17.5) 367(22.6) 453(27.9) 518(31.9) 87.21±17.22

고용형태
정규직 816(22.7) 901(25.1) 943(26.3) 927(25.8) .000 83.92±17.95 .000
기타 201(34.1) 128(21.7) 131(22.2) 129(21.9) 80.06±19.46

주5일근무
예 359 (26.2) 374 (27.3) 379 (27.6) 259 (18.9) .000 81.44±16.58 .000
아니오 654 (23.3) 662 (23.5) 700 (24.9) 796 (28.3) 84.35±18.78

건강행태별로는 비흡연자 집단과 운동 미실천 집단에서 유의하게 피로수준이
높았다(p<0.01).그러나 음주상태와 피로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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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111...건건건강강강행행행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도도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음주상태
마신다 783 (24.1) 817 (25.1) 839 (25.8) 813 (25.0) .712 83.37±17.90 .922
안마신다 230 (24.9) 217 (23.5) 234 (25.4) 241 (26.1) 83.44±19.04

흡연상태
흡연 384 (25.1) 412 (27.0) 372 (24.4) 359 (23.5) .000 82.58±17.93 .000
비흡연 477 (23.6) 447 (22.1) 521 (25.8) 576 (28.5) 84.58±18.55
과거흡연 143 (24.2) 163 (27.6) 170 (28.8) 115 (19.5) 81.76±16.87

운동여부
예 405 (32.7) 320 (25.9) 286 (23.1) 226 (18.3) .000 79.19±18.79 .000
아니오 610 (20.7) 713 (24.2) 790 (26.8) 830 (28.2) 85.17±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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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요요요인인인 및및및 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과과과 피피피로로로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가가가...단단단변변변량량량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7개의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 및 행동유형과 피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남 여별 사분위수에 의거하여 네 개의 집단으로,그
리고 행동유형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단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분석결과,7
개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모두와 A형 행동유형에서 피로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
되었다.즉,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A형의 행동
성향을 보일수록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32)(표 33).

표표표 333222...직직직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요요요인인인별별별 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도도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직무요구
매우높음 157 (14.8) 191 (18.0) 293 (27.5) 423 (39.8) .000 75.75±17.69 .000
높음 158 (19.4) 217 (26.6) 234 (28.7) 206 (25.3) 81.15±17.58
낮음 440 (27.6) 444 (27.8) 379 (23.7) 333 (20.9) 84.47±16.51
매우낮음 251 (39.3) 161 (25.2) 153 (23.9) 74 (11.6) 90.28±17.82

직무자율성 결여
매우높음 230 (23.9) 206 (21.4) 209 (21.7) 319 (33.1) .000 82.20±17.56 .000
높음 171 (23.3) 175 (23.8) 200 (27.2) 188 (25.6) 82.74±17.04
낮음 380 (24.1) 424 (26.9) 411 (26.1) 362 (23.0) 83.24±18.48
매우낮음 224 (25.6) 218 (24.9) 250 (28.6) 182 (20.8) 85.89±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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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관계갈등
매우높음 132 (21.1) 144 (23.0) 155 (24.7) 196 (31.3) .000 79.75±21.69 .000
높음 180 (22.0) 209 (25.6) 198 (24.2) 231 (28.2) 82.71±17.28
낮음 613 (24.8) 619 (25.0) 684 (27.7) 557 (22.5) 84.55±18.35
매우낮음 91 (36.1) 57 (22.6) 39 (15.5) 65 (25.8) 85.65±19.42

직무불안정성
매우높음 196 (16.4) 241 (20.2) 345 (28.9) 410 (34.4) .000 77.49±21.03 .000
높음 283 (22.5) 348 (27.6) 316 (25.1) 313 (24.8) 80.32±17.21
낮음 434 (30.2) 367 (25.5) 354 (24.6) 282 (19.6) 83.66±17.87
매우낮음 91 (36.5) 63 (25.3) 51 (20.5) 44 (17.7) 88.21±17.75

조직체계
매우높음 118 (14.7) 159 (19.8) 188 (23.4) 340 (42.2) .000 77.20±17.45 .000
높음 331 (20.7) 390 (24.4) 447 (27.9) 432 (27.0) 81.52±17.21
낮음 202 (27.9) 174 (24.0) 208 (28.7) 140 (19.3) 84.65±16.82
매우낮음 338 (35.1) 288 (29.9) 210 (21.8) 127 (13.2) 90.18±19.85

보상부적절
매우높음 123 (13.1) 179 (19.0) 248 (26.3) 392 (41.6) .000 77.16±17.99 .000
높음 185 (20.0) 223 (24.1) 248 (26.8) 270 (29.2) 82.41±16.35
낮음 235 (25.2) 249 (26.7) 248 (26.6) 199 (21.4) 85.28±17.03
매우낮음 461 (34.7) 370 (27.9) 318 (23.9) 179 (13.5) 91.11±18.23

직장문화
매우높음 82 (11.8) 145 (20.9) 165 (23.8) 302 (43.5) .000 78.79±17.81 .000
높음 138 (18.2) 158 (20.9) 249 (32.9) 212 (28.0) 83.04±16.97
낮음 265 (24.7) 277 (25.8) 275 (25.6) 258 (24.0) 85.84±17.01
매우낮음 517 (32.5) 431 (27.1) 377 (23.7) 265 (16.7) 91.43±18.70

표표표 333333...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피피피로로로도도도의의의 사사사분분분위위위수수수 및및및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 분
Q1 Q2 Q3 Q4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n(%) n(%) n(%) n(%)

TypeA 344 (16.9) 435 (21.4) 574 (28.2) 683 (33.5) .000 87.70±17.36 .000

TypeB 684 (31.4) 605 (27.8) 510 (23.4) 379 (17.4) 79.2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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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다다다변변변량량량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직무 스트레스와 행동유형 등이 피로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
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종속변수인
피로는 사분위수를 토대로 네 번째의 가장 높은 집단(Q4)을 고위험 피로집단으로 나
머지 세 집단을 정상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였다.7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는 성별로
구분된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제일 낮은 집단(Q1)을 기준집단
(reference)으로 하여 나머지 세 집단(Q2,Q3,Q4)의 비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여
피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모형 I에서는 성,연령,배우자 유무,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주 5일제 근무여부,음주여부,흡연여부,규칙적 운동여부를 통제변수로 투
입하여 직무 스트레스의 비차비를 구하였고,모형 II에서는 모형 I에 행동유형 변수
(A형/B형)를 추가 투입하여 행동유형의 투입에 따른 비차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우선 남자의 경우, 모형 I에서 직무 요구도,보상부적절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집단(Q1)에 비해 Q2,Q3,Q4집단에서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직무불안정성의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집단(Q1)에 비해 Q3,
Q4집단에서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II에서는 행동유형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모형 I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던 직무 자율성 영역의 비차비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형 I의 경우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직무 요구도와 직장문화의
영역에서는 비차비가 다소 감소하였고,직무불안정성과 보상부적절의 경우는 비차
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직무 스트레스 하부 영역에서 고위험 피로와
관련성이 높은 하부 요인(Q1대비 Q4)으로는 직무요구도 (OR:3.42,95% 신뢰구
간:2.17-5.39),직무불안정성 (OR:2.51,95% 신뢰구간:1.61-3.92),보상부적절 (OR:
2.34,95% 신뢰구간:1.60-3.43)의 순이었다.
행동유형과 고위험 피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B형 행동유형의 집단보다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집단에서 고위험 피로집단에 속할 위험도가 1.91
배(95% 신뢰구간:1.50-2.43)가량 높았다(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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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444...피피피로로로(((고고고위위위험험험 피피피로로로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남남남자자자
구 분 모형Ⅰ 모형 Ⅱ

OR 95% CI OR 95% CI
직무요구

Q1 1.00 - 1.00 -
Q2 2.14 1.38-3.31 2.06 1.33-3.20
Q3 2.37 1.48-3.78 2.06 1.28-3.31
Q4 4.13 2.64-6.47 3.42 2.17-5.39

직무자율성 결여
Q1 1.00 - 1.00 -
Q2 0.98 0.71-1.36 1.02 0.73-1.41
Q3 0.78 0.56-1.09 0.88 0.62-1.23
Q4 1.11 0.82-1.51 1.35 0.98-1.85

관계갈등
Q1 1.00 - 1.00 -
Q2 1.01 0.61-1.67 0.97 0.59-1.61
Q3 0.92 0.53-1.59 0.88 0.51-1.52
Q4 0.92 0.52-1.63 0.84 0.47-1.49

직무불안정성
Q1 1.00 - 1.00 -
Q2 1.21 0.91-1.61 1.20 0.90-1.60
Q3 1.53 1.14-2.06 1.51 1.12-2.03
Q4 2.63 1.70-4.09 2.51 1.61-3.92

조직체계
Q1 1.00 - 1.00 -
Q2 1.24 0.84-1.85 1.25 0.84-1.86
Q3 1.30 0.90-1.87 1.25 0.87-1.81
Q4 1.47 0.95-2.29 1.43 0.92-2.23

보상부적절
Q1 1.00 - 1.00 -
Q2 1.40 1.00-1.95 1.39 1.00-1.95
Q3 1.62 1.15-2.30 1.65 1.16-2.34
Q4 2.27 1.56-3.32 2.34 1.60-3.43

직장문화
Q1 1.00 - 1.00 -
Q2 1.01 0.63-1.63 0.99 0.61-1.59
Q3 1.15 0.72-1.85 1.13 0.70-1.81
Q4 1.27 0.79-2.04 1.20 0.74-1.92

행동유형
B형 - - 1.00 -
A형 - - 1.91 1.50-2.43

*연령,배우자유무,학력,사업장규모,고용형태,주5일 근무여부,음주여부 흡연여부,규칙적 운동여부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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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7개의 직무 스트
레스 요인과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I의 경우,고위험 피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은 직무 요구도와 직장문화,그리고 보상부적절 영
역이었다.가장 낮은 집단(Q1)에 비해 가장 높은 집단(Q4)이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직무 요구도의 경우 2.56배 (95% 신뢰구간:1.65-3.96),보상부적절의 경
우 2.09배(95% 신뢰구간:1.22-3.58)로 남자보다는 다소 낮은 양상을 보였다.직장
문화의 경우는 가장 낮은 집단(Q1)에 비해 두 번째 집단(Q2)(OR:1.88,95% 신뢰구
간:1.20-2.93)과 가장 높은 집단(Q4)(OR:2.32,95% 신뢰구간:1.43-3.74)이 고위험
피로군에 소속될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행동유형 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형 II에서는 모형 I의 경우와 다소 상이한 결

과가 도출되었는데,직무 스트레스 하부 영역에서 고위험 피로와 관련성이 높은
하부 요인(Q1대비 Q4)으로는 보상부적절 (OR:2.21,95% 신뢰구간:1.28-3.81),직
장문화 (OR:2.07,95% 신뢰구간:1.27-3.36), 직무요구도 (OR:1.95,95% 신뢰구
간:1.24-3.08)의 순으로 이러한 결과는 남자와 차이를 보여 주었다.남자들에선 직
무 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요구도,직무불안정,보상부적절성이 피로에 미치는 위
험도가 컸던 반면,여자에게서는 보상부적절,직장문화,직무 요구도의 순으로 스
트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피로에 영향을 더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동유형과 고위험 피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B형 행동유형의 집단보다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집단에서 고위험 피로집단에 속할 위험도가 2.12
배(95% 신뢰구간:1.51-2.97)로 남자의 경우보다 A형 행동유형이 피로에 미치는 영
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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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555...피피피로로로(((고고고위위위험험험 피피피로로로군군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여여여자자자
구 분 모형Ⅰ 모형 Ⅱ

OR 95% CI OR 95% CI
직무요구

Q1 1.00 - 1.00 -
Q2 1.28 0.77-2.13 1.22 0.73-2.05
Q3 1.08 0.61-1.91 0.93 0.52-1.65
Q4 2.49 1.45-4.30 1.89 1.08-3.31

직무자율성 결여
Q1 1.00 - 1.00 -
Q2 1.35 0.77-2.36 1.49 0.84-2.62
Q3 1.29 0.70-2.38 1.53 0.82-2.86
Q4 1.52 0.85-2.74 1.78 0.98-3.25

관계갈등
Q1 1.00 - 1.00 -
Q2 0.52 0.26-1.06 0.52 0.26-1.04
Q3 0.84 0.40-1.77 0.84 0.40-1.77
Q4 0.76 0.35-1.64 0.76 0.35-1.64

직무불안정성
Q1 1.00 - 1.00 -
Q2 0.91 0.50-1.67 0.95 0.51-1.74
Q3 0.93 0.49-1.77 0.97 0.50-1.85
Q4 1.06 0.53-2.11 1.06 0.53-2.13

조직체계
Q1 1.00 - 1.00 -
Q2 0.72 0.41-1.28 0.72 0.40-1.29
Q3 0.86 0.52-1.41 0.82 0.49-1.35
Q4 0.80 0.44-1.45 0.71 0.39-1.30

보상부적절
Q1 1.00 - 1.00 -
Q2 1.06 0.64-1.76 1.04 0.62-1.75
Q3 0.99 0.60-1.65 1.01 0.60-1.68
Q4 1.84 1.07-3.16 1.96 1.13-3.39

직장문화
Q1 1.00 - 1.00 -
Q2 1.85 1.19-2.89 1.65 1.05-2.59
Q3 1.38 0.84-2.25 1.25 0.76-2.06
Q4 2.27 1.41-3.67 2.03 1.25-3.29

행동유형
B형 - - 1.00 -
A형 - - 2.15 1.53-3.02

*연령,배우자유무,학력,사업장규모,고용형태,주5일 근무여부,음주여부 흡연여부,규칙
적 운동여부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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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행동유형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점으로는 남자의 경우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영역 중 직무 요구,직무불
안정성,보상부적절 등이 영향력이 높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반면,여자는
보상부적절,직장문화,직무 요구도가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성별로 피로에
관여하는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아울러 분석결과에
서도 제시되었듯이 행동 유형의 측면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A형 행동유
형의 인성적 특성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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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고고고찰찰찰

이 연구는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직무내용 및 환경에서 발생되는 직무 스트레
스가 근로자의 피로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조적이며 상황적인 직무 스트레스 외에도 개인의 인성 특성의 대표적인 특성인
A형 행동유형을 함께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피로수준을 비교한 결과 성,연령,결혼상태,교육수

준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즉,여자일수록,연령이 낮을수록,미혼자
일수록,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여자들의 피
로수준이 남자보다 높은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최근 수행
된 연구 결과를 보면,남녀 간의 피로에 대한 비차비는 다양하지만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피로경험의 위험도는 약 1.2-1.7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Davidetal,
1990;Lewis& Wessely,1992;Pawlikowska,1994;Fuhrer& Wessely,1995),피
로 수준을 비교해 보면,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피로자각증상 수준을
보였다(Chen,1986;Davidetal,1990;Sheferetal,1997;Wesselyetal,1997;
Logeetal,1998).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층에서 피로수준이 높았는데,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18세부터 50세까지는 별 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Bengtsson등(1987)의 연
구에서는 여성에서만 50세 이후 감소한다고 하였고,Essen-Moller(1956)의 연구에
서는 남녀 모두 50세 이후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여 차이를 보였다.결혼상태 별로
는 미혼자들이 기혼이나 이별/사별/별거 집단보다 높은 양상을 보인 Chang등
(200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직업특성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정규직일수록,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근로자일수록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조직문화나 현재의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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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인간관계와 새로운 직무내용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겪는 개개 근로자들의 피로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정규직의
경우 조만간 회사의 합병이나 조직 내의 구조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비정
규직에 비해 언젠가는 구조조정에 희생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존자 신드롬
(survivalsyndrome)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행태별로는 비흡연자 집단과 운동 미실천 집단에서 유의하게 피로수준이

높았으나,음주상태와 피로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최근 수행
된 연구에서는 생활양식 및 건강관련행위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 역시 피로와 유
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Chalderetal.,1993).예를 들면,불규칙한 수면
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의 경험은 피로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Schuwartzetal,1996).흡연의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
반된 결과를 보였는데,기존의 연구에서는 비흡연자 집단에 비해 흡연자들이 아침
기상 시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며(Akerstedtetal,2002),이스라엘의 사
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
고 하루 10개피 이상 흡연을 하는 근로자들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피로수준을 보
였다(Kristal-Bonehetal,1996).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흡연의 경우 흡연과
피로 수준 간의 관련성이 존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에 의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즉 성이 혼란변수로 작용하여 흡연상태가 피로수준에 영향을 준 것
보다는 여성의 특성이 피로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운동의 경우는 규칙적인 운동은 피로수준을 떨어뜨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Kristal-Bonehetal,1996;Changetal,2005)일치하
였다.
7개의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 및 행동유형과 피로수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성별 사분위수에 의거하여 네 개의 집단으로,그
리고 행동유형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단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분석결과,7
개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모두와 A형 행동유형에서 피로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
되었다.즉,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A형의 행동
성향을 보일수록 피로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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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ejima& Kagamimori,1998;Harma,2003;vanderHulst,2003)와 교대 근무
(Alfredssonetal,1991;Harmaetal,1998;Sonetal,2004),그리고 과도한 직무
요구와 역할 갈등(Hardyetal,1997;deCroonetal,2002),직무재량도 결여 및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부족(Bultmannetal,2002)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된 일련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행동유형 역시 기존의 인성과 피로 수준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와 유

사한 양상을 보였다.최근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개인적 성격의 경우 긍정적인
성향보다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정의되는 완벽주의(Freudenberger,1974;Woods&
Goldberg,1991; Magnussonetal,1996),A형 성격(Blakerlyetal,1991),뉴로티
시즘(Woodetal,1990),내향성(Montgomery,1983)등이 피로를 상승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남녀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행동유형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점으로는 남자의 경우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영역 중 직무 요구,직무불
안정성,보상부적절 등이 영향력이 높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반면,여자는
보상부적절,직장문화,직무 요구도가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성별로 피로에
관여하는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아울러 행동
유형의 측면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A형 행동유형의 인성적 특성이 피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이
러한 연구결과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요인 중에서도 피로와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이 남녀별로 상이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남자에게서는 업무 과
부하나 책임감 과중 등과 같은 직무 요구의 증가,자신의 직업의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의 문제,그리고 자신이 투자한 노력과 보상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보상에
대한 부적절성이,반면에 여자에게서는 보상의 부적절성과 불편한 회식문화나 성
적 차별성 등의 비합리적 전 근대적 직장문화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등이 피로를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게 발견된 사실은 직무 스트레스 외에도 행동

유형에 따라 피로 수준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모형 II에서 새로
투입된 행동유형과 고위험 피로군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B형 행동유형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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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집단에서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남
자 1.93배,여자 2,15배가량 높아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 개인의 A형 행동유형이
고위험 피로군에 포함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형의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고위험 피로집단이 될 위험성은 몇 가

지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로,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스
트레스의 상황에서 B형의 사람들보다 보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으로 변화되
고(Adler& Matthews,1994;Dembroski& Costa,1987;Siegman,1993),이러한
성향은 자신을 예전보다 더욱 ‘독하게’몰아붙이게 됨에 따라 B형의 사람들에 비
해 자신을 혹사시키고 따라서 피로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둘째로,A형 행동
유형의 사람들은 성취동기가 강하고 목적 실현의 의지가 B형의 사람들보다 상대
적으로 높으며,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인다(Contrada
& Krantz,1988;Edwards,1991;Glass,1977).문제는 이러한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게
되어(Marmotetal.,1999;Siegrist,1996,1998),결국엔 질병발생으로 이어지게 된
다.세 번째의 가능성은 A형 행동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이런 경우 B형의 사람들에 비해 현실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이는 결국 불만족이나 슬픔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되면서(Ward& Eisler,1987)피로가 누적되고 탈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이 연구는 전국 표본조사 연구의 참여자들로 구성되었지만 우리나라 직

장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 의거하여 업종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특히 직무 스트레스와 행동유형,그리고 피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
고자 했던 이 연구에서는 직종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로,연구 설계의 제한성 및 그로 인한 결과의 해석의 문제점으로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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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연구로 직무 스트레스와 행동유형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지만,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언급하기엔 제한적 성격을 띤다. 향후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행동유형이 피로와 어떤 인과적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파악
하고,나아가 질병발생(의료 이용)이나 업무장해(이직,질병결근,손상 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해야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셋째로,조사변수에 대한 자기보고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즉,직무 스트레

스,행동유형,피로의 주요 핵심 변수들 모두가 자기 보고에 의해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보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그러나 이 연
구에서 수행한 설문 조사는 엄격하게 익명으로 수행되었고 응답자가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작용하지 않
았을 것으로 보여진다.실제 설문 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의 응답은 거의 솔직하게
자신의 태도나 성향을 응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이 연구에서는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성,에를 들면,질병,

사고 가족 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동일한 직무 스트레스
나 행동유형의 성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현재의 질병력,사고 경험 유무,
그리고 가족 스트레스 등에 의해 근로자의 피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시에 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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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III...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표준화 전국 조사연구(National
StudyforDevelopmentand Standardization ofOccupationalStress(NSDSOS
Project:2002-2004)’의 수행을 위해 표본추출된 전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30,146명(남자:84%,여자:16%)중 사무직 근로자 4,502명(남자:68.2%,여자:
31.8%)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직무내용 및 환경에서 발생되는 직무 스
트레스와 인성적 특성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A형 행동유형이 근로자의
피로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자 등에게 연구의 취지를

알린 후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응답자 직접 기입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직업적 특성,건강관련 요인,행동유형,7개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그리고
피로 자각 수준에 대해 수집하였다.시도되었으며,구조적이며 상황적인 직무 스
트레스 외에도 개인의 인성 특성의 대표적인 특성인 A형 행동유형을 함께 분석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의 직무 스트레스(직무 요구도,직무불안정,보상부적절,직

장문화 등)는 근로자들의 피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입증되었으며,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요인 중에서도 피로와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이 남녀별로 상이하게 관련된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남자의 경우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영역 중 직무 요
구,직무불안정성,보상부적절 등이 영향력이 높은 주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었
던 반면,여자는 보상부적절,직장문화,직무 요구도가 주요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
으로 성별로 피로에 관여하는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다.이와 함께 스트레스 상황에서 B형의 사람들보다 다소 과민하게 반응하는 A형
의 행동유형의 성향을 소지한 사람들에서 고위험 피로군에 속할 위험도가 유의하
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스트레스의 상황 하에서 느긋하고 비경쟁적 성향을 보이는 B형의 사람들보다 경
쟁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A형 행동유형의 사람들이 고위험 피로군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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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직장인 피로가 갖는 보건학적 의학적 경제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성
(gender)을 고려한 직장 내에서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함께 개인적인 감수성의 중요한 요인인 행동유형의 변화를 위한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훈련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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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ccupational Stress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Self-perceived Fatigue 

Il-Whoi,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i-Jin Chang)

   For the past three decades, it has been widely recognised that occupational stres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and health promotion of the employees. 

A growing body of research has documented that occupational stress and stress-prone 

personality (type A behavior pattern) are closely related to increased risk of fatigu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occupational stress and type 

A behavior pattern to self-perceived fatigue among Korean white collar employee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National Study for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Occupational Stress (NSDSOS Project, 2002-2004). Of them, a total of 4,502 white 

collar employees were recruited. A structured-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the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s, job-related factors, health-related behaviors, type A 

personality trait, occupational stress (KOSS-SF), and self-perceived fatigue (M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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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ccupational stress was found to increase the risk of 

fatigue, and  some domains of occupational stress had different effects on fatigue by 

sex (job demand, job insecurity and lack of reward for men, lack of reward, 

occupational climate and job demand for women), which means that occupational stress 

may play a different role in increasing the risk of fatigue by gender. In addition, 

people with type A behavior patter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high level of 

fatigue compared to those with type B behavior pattern. 

   This result suggests that occupational stress and type A behavior pattern might  be 

determinant predictors of self-perceived fatigue.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the stress 

management program to reduce occupational stress, and to change type A personality 

into type B should be established.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considera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Occupational stress, Type A Behavior Pattern,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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