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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을 높이고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부여하고자 1996년부터 7월 1일부터 MSDS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MSDS 활용이 높고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가 높은 근로자일수

록 유해물질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합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MSDS 활용과 화학물질 인지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인적 특성, 작업관련 특성, MSDS 활용, 화학물질 인지를 조

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MSDS 활용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을수록,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

수가 높을수록 좋았다. 연령은 적을수록, 현직장 근속월수는 증가할수록 

MSDS 활용이 좋았다. 이들 변수 중 안전보건교육이 MSDS 활용에 가장 

많은 향을 주었다.

둘째, 화학물질 인지는 MSDS 활용이 증가할수록,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록,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가 증

가할수록 높았다. 또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근로자군과 자동차 정비업 근

로자군은 목제품 및 나무제품 제조업 근로자군에 비해 화학물질 인지가 높

았으며 고졸미만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군에 비해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변수 중 

MSDS 활용이 화학물질의 인지에 가장 많은 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MSDS 활용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은 안

전보건교육,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현직장 근속월수, 연령이었으며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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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인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MSDS 활용, 안

전보건교육,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업종(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교육 수준이었다. 

따라서, MSDS 활용과 근로자의 화학물질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장

작업 근속경력이 긴 근로자의 화학물질 인지가 높은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

석하고 이것을 기초로 근속경력이 짧은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내실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MSDS 활용, 화학물질 인지, 안전보건교육, 근속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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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산업현장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실시, 보건관리대행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노동부, 2002)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을 높이고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

자의 알 권리를 부여하고자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이하 MSDS)제도를 1995년 1월에 개정하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물질안

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41조에 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

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화학물질의 명칭, 안

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환경에 미치는 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MSD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경고표지의 부착 및 근로자 교육 등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 다.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연방정부법령에 의거 화학물질의 사

용자와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고 화학물질로부터 어떻게 자

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도록 경고표지(Labelling)와 MSDS 제도를 실

시하 다(OSHA CFR 29). 

우리나라에서 1996년 7월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MSDS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MSDS와 관련된 인식에 관한 황호순(1996)의 연구에서 경 자의 

39.6%, 근로자의 17.2%만이 MSDS 제도가 시행할 예정인 것을 알고 있었

으며 이들 중 시행일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는 근로자가 3명(6.4%), 경

자가 5명(13.9%)으로 경 자와 근로자의 대부분이 MSDS 제도 시행에 대하

여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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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신들이 본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실천성이 

높은 경우 건강진단 자발 수검율이 높았던 남시현 등(1995)의 연구 결과로 

보아 MSDS활용이 높고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가 높은 근로자에서 유해물

질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MSDS 활용과 화학물질 인지에 어떠한 요인이 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고있는 

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MSDS 활용과 화학물질 인지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와 이와 관련된 인적 특성 및 작업관련 특성간의 연관성을 검토

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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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인지역에 소재한 51개 사업장의 도장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 219명 중 

설문지 기입이 미비한 17명을 제외한 2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2.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인적 특성과 작업관

련 특성에 관한 9문항,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1문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1문항, 화학물질 

인지에 관한 3문항, MSDS 활용에 관한 3문항, 주관적 작업환경 수준에 관

한 1문항으로 구성하 다(부록). 설문지 제작을 위해 인천 소재 도장 부서 

근로자 56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

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coefficient를 구하 다. 변

수에 대한 Cronbach's α Coefficient를 보면, 사업주의 건강장해예방 및 작

업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0.62,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0.59, 근로자의 주관적 작업환경 평

가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0.65, MSDS 활용 점수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0.68, 화학물질 인지 점수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0.65이었

다. 

가. 인적 특성 및 작업관련특성내용

근로자의  MSDS 활용과 화학물질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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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력, 연령, 현직장 근속월수,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 사업장 규모, 업

종, 작업환경측정 결과(2001년도 하반기의 혼합물질의 노출계수/혼합물의 

노출기준, Em/CL), 도장작업 근로자수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나. 사업주 관심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5

점 척도 문항 1개로 구성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장

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 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취급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 1

개로 구성하 다.

라. 화학물질 인지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취급

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복합화학물질의 주요 구성성분, 취급화학물질

의 유해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3개의 5점 척도 문항을 이용하 다. 점

수가 높을수록 화학물질 인지가 높은 것이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 화학물질 

인지 3개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 으며 범위는 0∼12점이었다.

마. MSDS 활용

MSDS의 활용, 이용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3개의 5

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MSDS 활용이 높은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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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을 위해 MSDS 활용 3개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 으며 범위

는 0∼12점이었다.

바.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근로자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5점 척도 문항 1개로 구성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

로 작업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 다.

3. 자료분석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coefficient를 구하 다. 연구 대상자의 인적 특성별, 작업관련

특성별에 따른 MSDS 활용, 화학물질 인지에 통계적 차이 규명을 하기 위

해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제변수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 다.  근로자의 MSDS 활용, 화학물질 인지를 설명할 수 있

는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단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 다. 모든 자료분석은 SAS 6.11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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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 202명중 남자는 183명(90.6%), 여자는 19명(9.4%)이었다. 학력

은 고졸미만이 56명(27.7%), 고졸 이상이 146명(72.3%)이었으며 연령(세)은 

평균 40.2±7.8이었다. 현 직장 근속 월수는 평균 101.4±80.7개월,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는 평균 112.2±82.1개월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분포에

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군이 73명(36.1%), 300인 이상군이 69명(34.2%), 

50인 미만군이 60명(29.7%)이었다. 업종은 목제품 및 나무제품 제조업이 68

명(33.7%),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각각 

32명(15.8%), 자동차 정비업이 21명(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

비제조업이 20명(9.9%), 기타업종은 29명(14.4%)이었다. 2001년도 하반기 작

업환경측정결과(혼합물질의 노출계수/혼합물의 노출기준)는 평균 0.23±0.30

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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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적 특성별 및 작업관련 특성별 근로자 분포

  항목     구분 근로자수(%)

인적 특성 성 남자 183(90.6)

여자 19( 9.4)

학력 고졸 미만 56(27.7)

고졸 이상  146(72.3)

연령(세) 40.2± 7.8
*

현직장 근속월수

(개월)
101.4±80.7*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

(개월)
112.2±82.1

*

작업관련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60(29.7)

특성
50인이상∼300인미만 73(36.1)

300인 이상 69(34.2)

업종 목제품 및 나무제품제조업 68(33.7)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2(15.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15.8)

달리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 9.9)

자동차 정비업 21(10.4)

기타업종 29(14.4)

Em/CL 0.23±0.30
*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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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 산업보건 관심, 안전보건교육 및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분포

사업주의 건강장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관심도에 관한 질문 중, 보통이

다가 91명(45.0%), 높은 편이다가 73명(36.1%), 낮은 편이다가 20명(9.9%), 

매우 높은 편이다가 10명(5.0%), 매우 낮은 편이다가 8명(4.0%)이었다. 근로

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경험에서는 받은 적이 있다가 94명(46.5%), 매월 정기

적으로 받는다가 91명(45.0%),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17명(8.4%)이었다.

근로자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서 좋은 편이

다가 92명(45.5%)으로 가장 높았고 비슷한 편이다가 74명(36.6%), 조금 나

쁜 편이다가 17명(8.4%), 아주 나쁜 편이다가 10명(5.0%), 아주 좋은 편이다

가 9명(4.5%)순이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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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업주 산업보건 관심, 안전보건교육 및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분포

  변수     구분 근로자수(%)

사업주의 건강장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8( 4.0)

20( 9.9)

91(45.0)

73(36.1)

10( 5.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다

받은 적이 있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91(45.0)

94(46.5)

17( 8.4)

근로자의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아주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비슷한 편이다

조금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쁜 편이다

 9( 4.5)

92(45.5)

74(36.6)

17( 8.4)

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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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특성별 MSDS 활용과 화학물질의 인지

1) MSDS 활용 점수

남자의 MSDS 활용의 평균 점수는 6.3점으로 여자의 MSDS 활용 점수의 

평균 4.8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현직장 근속월수가 

180개월 이상인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60개월 미

만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 5.8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5).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가 180개월 이상인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60 ∼ 119개월인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 5.5

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그 외 연령, 학력에 따른 

MSDS 활용 점수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화학물질 인지 점수

남자의 화학물질 인지의 평균 점수는 6.7점으로 여자의 화학물질 인지의 

평균 점수인 4.7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가 180개월 이상인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의 평균 점수는 

7.8점으로 60개월 미만 근로자군 및 60 ∼ 119 개월인 근로자군 각각의 화

학물질 인지의 평균 점수인 6.0점, 6.0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p<0.01). 그 외 연령, 학력, 현직장 근속월수에 따른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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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적 특성별 MSDS 활용 점수, 화학물질 인지 점수의 차이

  변수   구분 근로자수(%)
 MSDS 활용  화학물질 인지

Mean±SD Mean±SD

성 남 183(90.6) 6.3±2.7*+ 6.7±3.1**

여 19(9.4) 4.8±2.2 4.7±4.4

연령 (세) 〈30 21(10.4) 7.0±2.0 7.4±2.7

30∼39 59(29.2) 5.8±2.5 6.3±3.3

40∼49 99(49.0) 6.3±2.9 6.9±3.4

50≤ 23(11.4) 6.0±2.5 6.4±3.7

학력 고졸미만 56(27.7) 6.0±2.7 6.4±3.6

고졸이상 146(72.3) 6.3±2.7 6.8±3.2

현직장 근속월수 60〈 82(40.6) 5.8±2.5* 6.5±3.4

(개월) 60∼119 43(21.3) 6.0±2.8 6.1±3.2

120∼179 32(15.8) 6.1±2.7 6.9±3.3

180≤ 45(22.3) 7.2±2.6 7.4±3.2

도장작업 근속월수 60〈 65(32.2) 5.9±2.2* 6.0±3.6**

(개월) 60∼119 49(24.3) 5.5±2.7 6.0±3.1

120∼179 39(19.3) 6.5±2.4 7.3±3.2

180≤ 49(24.2) 7.1±3.2 7.8±3.1

*, p<0.05; **, p<0.01; +, 0 ∼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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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관련 특성별 MSDS 활용과 화학물질의 인지

 

1) MSDS 활용 점수

사업주의 건강장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

이다,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MSDS 활용의 평균 점수는 각각 

7.4점, 6.6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

균 점수 3.9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는 7.6

점으로 받은 적이 있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 각각의 평균 5.1점, 4.9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1).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50인 미만,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 5.8점, 5.7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근로자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서 아

주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는 8.3점으로 

비슷한 편이다, 조금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

의 MSDS 활용 평균 점수 5.6점, 4.8점, 4.5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근로자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서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MSDS 활용 평균 점수는 6.9점으로 

비슷한 편이다, 조금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

의 MSDS 활용 평균 점수 5.6점, 4.8점, 4.5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 외 작업환경측정결과(Em/CL), 업종에 따른 MSDS 활용 

평균 점수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13 -

2) 화학물질 인지 점수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

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는 8.7점으로 낮은 편

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 3.7점 보다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사업주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

균 점수는 8.1점으로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

질 인지 평균 점수 6.0점, 3.7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사업주 관심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는 6.0점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 3.7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는 8.2점으로 받은 적이 있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 5.5점, 5.2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p<0.01).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점수는 평균 7.4점으로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

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점수의 평균 6.0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5).

근로자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서 아주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비슷

한 편이다, 조금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 5.7점, 4.3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근로자 자신

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서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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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는 7.8점으로 비슷한 편이다, 조금 나

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 5.7점, 4.3점보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 외작업환경측정결과

(Em/CL), 업종에 따른 화학물질 인지 평균 점수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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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작업관련 특성별 MSDS 활용 점수, 화학물질 인지 점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근로자수

(%)

MSDS 활용점수 화학물질인지점수

Mean±SD Mean±SD

업종 목제품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않는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정비업

기타업종

68(33.7)

32(15.8)

32(15.8)

20( 9.9) 

21(10.4)

29(14.4)

6.4±2.6
++

5.8±3.1

7.0±2.8

5.4±2.5

6.2±2.3

5.8±2.5

6.9±3.8

7.0±3.3

6.4±3.0

4.8±2.4

7.5±3.0

7.0±3.0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50인 이상∼300인 미만

300인 이상

60(29.7)

73(36.1)

69(34.2)

5.8±2.7**

5.7±2.5

7.1±2.6

6.7±3.3*

6.0±3.4

7.4±3.1

Em/CL 0.5 이상

0.5 미만

23(11.4)

179(88.6)

6.1±3.2

6.2±2.6

6.3±4.0

6.8±3.2

사업주의

관심도+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8( 4.0)

20( 9.9)

91(45.0)

73(36.1)

10(5.0)

3.9±2.8*

5.2±2.9

6.1±2.4

6.6±2.7

7.4±3.3

7.0±4.1**

3.7±2.9

6.0±3.5

8.1±2.5

8.7±0.7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다

받은 적이 있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91(45.0)

94(46.5)

17( 8.4)

7.6±2.2**

5.1±2.4

4.9±3.0

8.2±3.0**

5.5±3.2

5.2±2.9

근로자의

주관적

작업환경

아주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비슷한 편이다

조금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쁜 편이다

9( 4.5)

92(45.5)

74(36.6)

17( 8.4)

10( 5.0)

8.3±1.3**

6.9±2.5

5.6±2.6

4.8±2.4

4.5±3.1

9.2±1.3**

7.8±2.8

5.7±3.4

4.3±2.9

6.1±4.7

*, p<0.05; **, p<0.01;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도; ++, 0 ∼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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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SDS 활용과 화학물질의 인지와 관련된 제 변수간의 상관 

관계

MSDS 활용 점수, 화학물질 인지 점수, 일반적 특성, 작업관련특성 등 제 

변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MSDS 활용 점수는 현직장 근속월수, 도

장작업 총 근속월수, 사업주 관심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주관

적 작업환경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즉, MSDS 활용 점수는 현직장 근

속월수와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가 많을수록,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장해예

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을수록, 근로자의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화학물질 인지 점수는 MSDS 활용,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 사업주 관심

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주관적 작업환경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즉, 화학물질 인지 점수는 MSDS 활용이 높을수록, 도장작업 총 근속

월수가 많을수록,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을수록, 근로자의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그 외 화학물질 인지 점수, MSDS 활용 점수와 연령, 작업환경측정결과

(Em/CL)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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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SDS 활용 점수, 화학물질 인지 점수와 관련된 제 변수간의 상관 관계

화학물질

인지 

점수

MSDS 

활용 점수
연령 Em/CL

현직장

근속월

수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

사업주

관심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

화학물질

인지 점수

1.0000

MSDS

활용 점수

0.4565** 1.0000

연령 -0.0357 -0.0507 1.0000

Em/CL -0.1368 -0.0757 -0.006

6

1.0000

현직장

근속월수

0.1277 0.2278** 0.4778
**

-0.1809
*

1.0000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

0.2518** 0.2019** 0.3955
**

-0.0573 0.6473*

*

1.0000

사업주

관심도

0.3392** 0.2396** 0.0501 -0.1269 0.0821 0.1556* 1.000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3804** 0.4335** 0.1509
*

-0.1329 0.1305 0.0925 0.4020*

*

1.0000

근로자의

주관적작업환경

평가 점수

0.3300** 0.3351** -0.075

2

-0.1567
*

0.0121 0.0634 0.4386*

*

0.2583** 1.0000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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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DS 활용과 화학물질의 인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

 

근로자의 MSDS 활용 점수와 화학물질 인지 점수를 설명할 수 있는 모

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방

법을 이용해서 회귀 모델을 구하 다(표 6). 

MSDS 활용 점수의 모델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주관적 작업

환경 평가 점수, 현직장 근속월수, 연령,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성이 포함되

었다. 모델은 통계학적으로 적합(p=0.001)하 으며 이 변수들이 MSDS 활용 

점수를 32.9% 설명해주었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을수록,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MSDS 활용 점수는 0.188점, 0.053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또한 현직장 근속월수가 증가할수록 MSDS 활용 점

수가 0.032점 높았으며 남자 근로자가 여자 근로자에 비해 0.009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변수 중 안전보건교육의 partial 설명계수가 

18.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MSDS 활용 점수에 가장 많은 향을 주

었다.

화학물질 인지 점수의 모델에는 MSDS 활용점수, 사업주 관심도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성, 자동차 정비업, 도장작업 총 근속월

수, 학력, 근로자의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가 포함되었다. 모델은 통계

학적으로 적합(p=0.001)하 으며 이 변수들이 MSDS 활용 점수를 40.3% 설

명해주었다. MSDS 활용 점수가 증가할수록, 안전보건교육을 받을수록, 도

장작업 총 근속월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가 증가할수록 

화학물질 인지 점수는 0.208점, 0.056점, 0.018점, 0.014점, 0.015점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또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근로자군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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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근로자군은 목제품 및 나무제품 제조업 근로자군에 비해 각각 

0.026점, 0.023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졸미만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군에 비해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점수

가 0.022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변수 중 MSDS 활용 점수

의 partial 설명계수가 20.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화학물질 인지 점수

에 가장 많은 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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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SDS 활용과 화학물질 인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Partial

R2
Model

R2
Parameter

Estimate
S․E T-value p-value

MSDS

활용

안전보건교육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점수

현직장 근속월수

연령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목제품 및 나무제품제조업=0)

성(여=0)

0.188

0.053

0.032

0.039

0.009

0.009

0.188

0.241

0.273

0.312

0.320

0.329

1.610

0.619

0.008

-0.070

-0.880

0.909

0.262

0.189

0.002

0.024

0.529

0.565

6.147

3.268

3.602

-2.958

-1.664

1.609

0.0001

0.0013

0.0004

0.0035

0.0977

0.1093

화학

물질

인지

MSDS활용

사업주 관심도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목제품 및 나무제품제조업=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성(여=0)

자동차 정비업

(목제품 및 나무제품제조업=0)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

학력(고졸미만=0)

주관적 작업환경

0.208

0.056

0.026

0.018

0.021

0.023

0.014

0.022

0.015

0.208

0.264

0.290

0.308

0.328

0.351

0.365

0.388

0.403

0.283

0.488

-2.276

1.184

1.219

-2.088

0.007

1.187

0.547

0.083

0.257

0.638

0.356

0.687

0.552

0.002

0.455

0.248

3.407

1.896

-3.565

3.322

1.774

-3.781

2.916

2.606

2.204

0.0008

0.0594

0.0005

0.0011

0.0776

0.0002

0.0040

0.0099

0.0287

※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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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도장작업은 제품 표면에 도료를 도포하는 것으로 표면을 보호하거나 미

관을 좋게 하는 등의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작업으로 자

동차산업, 조선업, 전자제품제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된다(NIOSH, 1984). 도장작업시 유기용제가 많이 함유된 도료를 장기간 취

급할 경우 도장작업자에게 두통, 현기, 오심, 구토, 식욕부진, 체중감소, 흥

분, 안면홍조 등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증상 및 신장, 간장, 중추신경계, 조

혈계, 피부, 점막 등 여러 신체기관에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ACGIH, 

1997). 또한 유기용제들은 서로 비슷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합적으

로 노출되어 독성을 그만큼 배가시키거나 상승시키기도 한다(ACGIH, 

1999). 도장작업 중 공기 중 혼합유기용제의 노출 기준 초과율은 방향족 

탄화수소류에서 29.5%로 가장 높다(김광종 등, 1991).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이하 MSDS)제도는 1995년 1월 개정한 산업안

전보건법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41조

에 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으며 현재까지 7년동안 MSDS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MSDS와 관련된 인식에 관한 연구는 황호순(1996)의 

연구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혼합유기용제를 취급하는 도장부서 근로

자 219명중 17명을 제외한 202명의 MSDS 활용과 화학물질 인지에 어떠한 

요인이 향을 주는 지를 조사하 다. 

회귀분석결과, MSDS 활용 점수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요

인은 안전보건교육,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 현직장 근속월수, 연령이

었으며 이들 변수 중 안전보건교육의 partial 설명계수가 18.8%로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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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MSDS 활용 점수에 가장 많은 향을 주었다. 즉,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수록,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MSDS 활용 점

수가 높았다. 현직장 근속월수가 증가할수록 MSDS 활용 점수가 높았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높았다. 연령이 적을수록 MSDS 활용 점수가 높았던 결

과는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인식율이 39세까지는 63%이었으나 40세 

이상부터 인식율이 감소하 다는 조수남과 문 한(1990), 이성관 등(1992)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수록 MSDS 활용 점수가 높았던 결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이라는 매체를 통해 근로자가 MSDS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MSDS 활용 점수를 비롯한 인적 및 작업관련 변수들이 화학물질 인지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한 결과, 화학물질 인지 점수에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MSDS 활용 점수, 안전보건교육, 도장

작업 총 근속월수,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 업종(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교육 수준으로 이들 변수중 MSDS 활용 점수의 partial 설

명계수가 20.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화학물질 인지 점수에 가장 많

은 향을 주었다. 즉, MSDS 활용 점수가 증가할수록, 안전보건교육을 받

을수록,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가 

증가할수록 화학물질 인지 점수가 증가하 다. 또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근로자군과 자동차 정비업 근로자군은 목제품 및 나무제품 제조업 근로자

군에 비해 화학물질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고졸미만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

군에 비해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 점수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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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 근속월수가 많을수록 화학물질 인지 점수가 높았던 것은 박정

일 등(199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으며 이는 도장작업을 오래한 근로자

일수록 작업공정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

이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을수록 화학물질 인지 점

수가 높았던 것은 이성관 등(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으며 이는 보건

교육이 산업보건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Wallerstein과 Weinger, 1992)을 보여준 결과이다.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는 조사대상 근로자의 91.5%로서 공득희 등(1994)의 20.9%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높았다. 이것은 본 연구가 안전보건 교육을 모두 포

함하 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실제적으로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가 과거보다는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건교육을 실

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보건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Pearson, 1980; 김명호, 1988; 김화중 등, 1989), 그것은 조사된 요구내용들

이 실제 보건교육에 적용되었을 때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받아들

여져 보건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 덕, 1973; Girdano, 1986). Pearson(1980)도 사업장 근로자에

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

며, 이때에는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과 건강상태가 함께 조

사되어야 한다고 하 다. 그것은 근로자 개인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교육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작업의 조건이나 유해물질의 취급유무, 산업장의 

유형 등 직업적 특성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Sappington, 1943; Spencer, 1972; 유승흠, 

1988).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의 MSDS 활용과 화학물질 인지를 높이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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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 교육의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요구도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MSDS 활용 점수가 높을수록 화학물질 인지 점수가 높았다. 이는 MSDS

를 이용하고 싶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용한 적이 있을수록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MSDS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p=0.0594)은 없으나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

도가 높을수록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인지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

는 사업주의 산업보건 및 안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일수록 이직을 더 많이 한다는 안연순 등(199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사업주가 관심이 많을수록 작업환경측정을 비롯한 산업보건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불안전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 또는 유해인자를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심으로 근로자들의 유해성 인

식이 증가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단점으로는 도장 작업 외에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화학공장 및 

다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를 못하 다는 것이며 실

제적으로 근로자들의 현장 산업보건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장내 보건관리담당자의 특성을 고

려하지 못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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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혼합유기용제를 취급하는 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MSDS 활

용과 화학물질 인지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인적 

특성, 작업관련 특성, MSDS 활용, 화학물질 인지를 조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MSDS 활용은 안전보건교육을 받을수록,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

수가 높을수록 좋았다. 연령은 적을수록, 현직장 근속월수는 증가할수록 

MSDS 활용이 좋았다. 이들 변수 중 안전보건교육이 MSDS 활용에 가장 

많은 향을 주었다.

둘째, 화학물질 인지는 MSDS 활용이 증가할수록,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록,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점수가 증

가할수록 높았다. 또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근로자군과 자동차 정비업 근

로자군은 목제품 및 나무제품 제조업 근로자군에 비해 화학물질 인지가 높

았으며 고졸미만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군에 비해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군의 화학물질 인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변수 중 

MSDS 활용이 화학물질 인지에 가장 많은 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MSDS 활용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은 안

전보건교육,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현직장 근속월수, 연령이었으며 화학물

질 인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MSDS 활용, 안전

보건교육, 도장작업 총 근속월수, 주관적 작업환경 평가, 업종(기계 및 장

비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교육 수준이었다. 

따라서, MSDS 활용과 화학물질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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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경력이 긴 근로자의 화학물질 인지가 높은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기초로 근속경력이 짧은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내실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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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의 목적은 여러분이 더욱 쾌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작업 환

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솔직하고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조재성

사업장명 업    종

총근로자수(명) 도장작업근로자수(명)

성별(남ㆍ여) 연 령(만나이)

  2001년도 하반기 도장공정 작업환경
  측정결과 (Em/CL)

     

1.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초등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이상

2. 귀하가 현직장에 근무한 기간은? (   년    개월)

3. 귀하의 도장작업 총 경력은?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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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사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5. 귀하는 취급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다       ② 받은 적이 있다

③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6. 귀하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있습니까?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대부분 알고 있는 편이다 

③ 절반정도 알고 있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거의 모르고 있다

 

7. 귀하는 취급하는 복합 화학물질(페인트, 신나 등)의 주요 구성성분을 

알고있습니까?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대부분 알고 있는 편이다

③ 절반정도 알고 있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거의 모르고 있다

8. 귀하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고 있습니까? 

① 모두 알고 있다            ② 대부분 알고 있는 편이다

③ 절반정도 알고 있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거의 모르고 있다

9. 귀하는 MSDS가 우리나라말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② 대강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모르겠다    

⑤ 전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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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가 MSDS를 이용하고 싶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

치되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귀하는 MSDS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번 이용한다             ② 자주 이용한다

③ 간혹 이용한다             ④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⑤ 이용해 본적이 없다

12. 회사에 비치된 MSDS는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

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귀사의 도장공정 작업환경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좋은 편이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비슷한 편이다

④ 조금 나쁜 편이다       ⑤ 아주 나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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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ainters' application of MSDS and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Jae Sung Cho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D.)

An MSDS system has been enforced to make owners' and workers' 

recognition of harmful chemical materials since 1 Jul 1996. The workers 

who are more applicable of MSDS and more aware of chemical 

materials are estimated to try more to protect, to maintain and to 

improve their health. Therefor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painters who use mixed organic solvent about individual characteristics, 

work relating characteristics, the application of MSDS, and the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for determination of factors to effect 

on the application of MSDS and the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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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are as followings:

1. The application of MSDS is proportional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the service continuity in the present post. And it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ages. Among these factor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affects most to the 

application of MSDS.

2. The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is proportional to the 

application of MSD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the service continuity in the present post,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The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of the group of workers in machine and tool 

manufacturing industry is higher than the one of the group of 

workers in the wooden article industry. The group of workers who 

graduate high school or more has higher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than the group of workers who don't. Among these 

factors, the application of MSDS affects most to the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In conclusion, the factors to effect to the application of MSDS are th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train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the service continuity in the present post, and the 

ages. And also the factors to effect to the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are the application of MSD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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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training, the service continuity in the present pos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work environment, types of industry(machine and tool 

manufacturing industry, car repairing industry), and education.

Therefore, scientific analysis about the factors to effect on high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for long career workers. Based on the 

analysi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effective program to be able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f chemical materials for short career workers, 

to periodically train worker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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