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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2007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실시한 11,210개 사업장 근로자 

293,144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질환(고혈압, 간장질환, 고지

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과 직업성질환(소음성난청, 유기화합물 관련 질

환, 금속류 관련 질환)을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

결정나무 분석,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여 건강행태 관련 위험요인을 규명

하고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사업장 건강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남자는 40대이상, 육식위주의 식습관, 

음주, 현재흡연, 운동하지 않는 남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40대이상, 음주하는 습관을 가지면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결정나

무 분석으로 남자는 대체적으로 40대이상, 육식위주의 식습관, 음주, 현재

흡연 습관을 가지는 남자가 질환의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대체

적으로 50대이상이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연관성 규칙으로 남자는 대

체적으로 육식위주의 식습관, 현재흡연 습관을 가지는 남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대체적으로 육식위주의 식습관, 음주, 현재흡연 습

관을 가지면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업장과 업종별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점수 순위에 의하여 각 

업종별 다른 사업장간의 순위를 비교하였다. 순위는 각 사업장의 건강수준 

상태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건강행태 관련 위험요인에 근거를 둔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정한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선의 

영역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용 될 것이다.

앞으로 2008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험요인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수준 순위에 있는 변화를 비교하는 유사한 연구가 실

시되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연관성 규칙, 건강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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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 1984)는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

제를 증가시키고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

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사회변화에 따른 건강문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환경공해, 산업재해 및 각종 사고발생 

등 건강위험 요인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는 생활습관의 많은 변화를 가져와 운동부족, 식생활의 변화,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스

트레스를 가중시켜 이로 인한 위장장애, 심장장애, 성병 및 약물중독자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은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인구의 대부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일정한 인원이 확보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작업공

동체가 뭉치게 되면 동료 간에 경쟁이나 지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김해준, 2007).

사업장 건강증진(Workplace Health Promotion, WHP)은 건강증진을 위해 

즉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 조직을 갖추고 나름대로의 추

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장 보건관리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정선, 2003). 또한  그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참가율이 높고 효율적이며 노동력의 교체율이 적으므로 중장기 활동에 적

합하고 참여 근로자의 건강 이득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결근율 감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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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절감, 사기의 고취, 이환율 감소, 후생복지를 위한 기업의 이미지 향상 

등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O'Donnell, 

1984).

또한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 연령에 있는 노동력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업장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사업장은 성인에 대한 건강정

보, 위험평가, 보건교육, 건강증진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으

로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비용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선진국의 연

구결과들이 밝히고 있다(김혜련,2006). 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

로 실시하는 건강증진 사업이 다른 대상 집단보다 효과적인 것은 동질적인 

대상을 집단관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다른 대상 집단

에 비해 건강진단 수검률이 높은데 비해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속적이고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원종욱, 

2006). 

그동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질환 연구들(Assmann G, 1988; 정해관, 

1993; 김연정, 2006; 이정현, 2008)과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Morata TC, 1993; 이채언, 1995; 박진완, 1999; 이지호, 1999) 

등이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평가와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평가 

모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한 연구(차봉석, 1998; 

구명회, 2002; 김정연, 2000; 강선영, 2008; 최수전, 2006; 호승희, 

2009) 등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가 소규모 집단 및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거나, 근로자 개인의 건강수준

을 평가하였고 건강자료 수집부터 건강행태 위험요인과 사업장 건강수준을 

평가하여 비교한 연구가 없었다. 

사업장마다 건강에 미치는 요인과 건강 요구도가 다르며, 환경적 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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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채택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정보와 작업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

여 이를 근거로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각기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건강향상 수준을 살펴가며 지속 관리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질환(고혈압, 

간장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과 직업성질환(소음성난청, 유기

용제 관련 질환, 금속류 관련 질환)을 소수의 산업보건 분야에서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이관형, 2000; 임영문, 2006; 김태우, 2010)을 이

용하여 건강행태 관련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건활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사업장 건강수준을 평가 하고자 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건강정보와 작업환경 정보의 수집부터 위험요인 

규명과 이를 이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건강수준 평가까지의 4단계 

건강증진모형을 제시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 하는 

데에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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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건강행태에 따른 건

강위험요인 규명과 질환과의 연관성 규칙에 대해 분석하고 사업장 건강증

진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사업장 건강수준을 평가한다. 이는 사업

장 근로자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 위험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사업장별 건강수준을 평가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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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내용

가. 근로자 일반질환 및 직업성질환의 건강행태 위험요인 분석

2007년도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11,210개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특

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받은 근로자 124,389명과 일반건강진단

만을 받은 근로자 168,755명으로 총 293,14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남자 224,189명, 여자 68,955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질환 및 직업성질환과 건강행태의 관련성 및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자를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였다. 남자는 사무직 5,621명, 

생산직(특수검진 비대상) 114,463명, 특수직(생산직으로 특수검진 대상) 

104,105명이고, 여자는 사무직 2,025명, 생산직(특수검진 비대상) 46,646

명, 특수직(생산직으로 특수검진 대상) 20,284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일반질환은 연구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질환 5가지로 고혈압, 간장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 순

으로 하였고, 직업성질환은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진 소음성난청과 유기화합

물 관련 질환, 금속류 관련 질환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질환의 남자는 고혈압 11,141건, 간장질환 8,171건, 고지혈증 3,760

건, 당뇨질환 2,761건, 신장질환 1,111건이며, 여자는 고혈압 2,059건, 간

장질환 414건, 고지혈증 738건, 당뇨질환 475건, 신장질환 410건이었다. 

직업성질환의 남자는 직업성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소음성 난청 19,366

건,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579건, 금속류 관련 질환 156건이며, 여자는 직

업성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소음성난청 1,432건,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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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건, 금속류 관련 질환 13건을 직업성질환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질

환을 2가지 이상 가진 경우는 중복을 허용하였다.

나.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호승희, 

2009)의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관리하

고 있는 사업장중 서울, 인천, 수원, 안산에 위치한 156개 사업장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각 지표 항목별 10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전체 사업장 간의 순위와 건강순위를 비교하였다.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지

표 항목 중에서 근로자건강관리(활동1) 항목 중 일반검진 수검율, 배치전 

검진 수검율, 특수검진 수검율 제외, 작업환경관리(산출) 항목 중 보호구 

착용률 제외, 근로자건강관리(산출) 항목 중 비흡연 근로자 비율, 적정 체

중 근로자 비율, 적정 혈압 근로자 비율, 적정 혈당 근로자 비율 제외, 작

업환경관리(단기결과) 항목 중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제외, 근로자건강

관리(단기결과)항목 중 업무상질병(직업병) 비율, 업무상질병(작업관련성 

질병) 비율, 일방질병 비율을 제외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모형은 작업환경관리, 근로자건강관리의 두 가지 영역과 로직모형

(Logic model)의 관점(투입-활동-산출-장기결과)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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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틀

Figure 1. The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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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자료를 연구방법에 맞도록 필요한 항목을 추

출하여 Excel로 변환하여 구축하였다. 분석은 SAS 9.2를 이용하였고 성별

로 구분하여 일반질환인 고혈압, 간장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

은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변수로, 직업성질환인 소음성

난청,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금속류 관련 질환에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변수로 하였다.

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SAS Enterprise Minier 9.2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모

형을 사용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성별로 구분하여 일반질환인 고혈압, 간장

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은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변수로, 직업성질환인 소음성난청,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금속류 

관련 질환에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변수로 하였다.

분류기준은 일반질환의 경우는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정상군과 질병군

의 비율을 1:1로 단순무작위표본추출(Simple Random Sampling)하여 분석

하였으며, 직업성질환의 경우는 특수직에서 해당 질환의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 중에서 정상군과 질병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 추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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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SAS Enterprise Minier 9.2을 이용하여 연관성(Association rule)분석을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동일하게 성별로 구분하

여 일반질환인 고혈압, 간장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은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변수로, 직업성질환인 소음성난청, 유

기화합물 관련 질환, 금속류 관련 질환에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

동을 변수로 하였다. 질환별로 향상도(Lift), 지지도(Support), 신뢰도

(Confidence)를 구하여 연관규칙을 찾았다.

라.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이용하여 설문지 문항 중 5점 척도 문항

을 통해 사업장 평가점수를 추출하고, 설문지 문항을 총 11개로 분류하여 

최대 10점까지의 사업장 평가점수를 부여 하였다. 각 분류별 사업장 평가

점수의 범위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Range of workplace evaluation score

10 points   :  Mean  +  (3 × SD*)  ~  Mean  +  (4 × SD)

9 points   :  Mean  +  (2 × SD)   ~  Mean  +  (3 × SD)

8 points   :  Mean  +  (1 × SD)   ~  Mean  +  (2 × SD)

7 points   :  Mean                ~  Mean  +  (1 × SD)

6 points   :  Mean  -  (1 × SD)   ~  Mean

5 points   :  Mean  -  (2 × SD)   ~  Mean  -  (1 × SD)

4 points   :  Mean  -  (3 × SD)   ~  Mean  -  (2 × SD)

3 points   :  Mean  -  (4 × SD)   ~  Mean  -  (3 × SD)

2 points   :  Mean  -  (5 × SD)   ~  Mean  -  (4 × SD)

1 points   :  Mean  -  (6 × SD)   ~  Mean  -  (5 × SD)

Table 1. Range of workplace evaluation score

※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category belonging to the arithmetic questions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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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근로자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 위험요인

가.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전체 293,144명으로 

남자 76.5%, 여자 23.5%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았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이 56.4%, 40-49세가 25.8%, 50세이상이 17.8%이었으며, 직종은 

사무직 2.5%, 생산직 51.1%, 특수직 46.4%로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생산

직과 특수직 근로자이다. 건강행태를 보면 식습관은 채식위주 92%, 육식위

주 8%이고, 음주습관은 비음주자 55.7%, 음주자 44.3%이며, 흡연습관은 비

흡연자 47.7%, 흡연자 52.3%이었으며, 운동습관은 운동하는 사람이 50.8%,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49.2%이었다. 여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이 

42.5%, 40-49세가 33.5%, 50세이상이 24%이었으며, 직종은 사무직 2.9%, 

생산직 67.7%, 특수직 29.4%로 연구 대상자중 생산직 근로자가 가장 많았

다. 건강행태를 보면 식습관은 채식위주 94.8%, 육식위주 5.2%이고, 음주

습관은 비음주자 85.2%, 음주자 14.8%이며, 흡연습관은 비흡연자 97.1%, 

흡연자 2.9%이었으며, 운동습관은 운동하는 사람이 29.4%, 운동을 하지 않

는 사람이 70.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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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Variables Men Women Total

Age

Total 224,189(76.5) 68,955(23.5) 293,144(100)

<40 126,466(56.4) 29,318(42.5) 155,784(53.1)

40-49 57,811(25.8) 23,071(33.5) 80,882(27.6)

≥50 39,912(17.8) 16,566(24.0) 56,478(19.3)

Job

Total 224,189(76.5) 68,955(23.5) 293,144(100)

Office work 5,621(2.5) 2,025(2.9) 7,646(2.6)

Production work 114,463(51.1) 46,646(67.7) 161,109(55.0)

Specialty work* 104,105(46.4) 20,284(29.4) 124,389(42.4)

Eating habits

Total 224,189(76.5) 68,955(23.5) 293,144(100)

Vegetarian 206,258(92.0) 65,345(94.8) 271,603(92.7)

Prefer meat 17,931(8.0) 3,610(5.2) 21,541(7.4)

Drinking habit

Total 224,189(76.5) 68,955(23.5) 293,144(100)

No-drinking 124,843(55.7) 58,731(85.2) 183,574(62.6)

Drinking 99,346(44.3) 10,224(14.8) 109,570(37.4)

Smoking habit

Total 224,189(76.5) 68,955(23.5) 293,144(100)

Absent 106,859(47.7) 66,973(97.1) 173,832(59.3)

Present 117,330(52.3) 1,982(2.9) 119,312(40.7)

Exercise days/week

Total 224,189(76.5) 68,955(23.5) 293,144(100)

1 to 7 days 113,934(50.8) 20,302(29.4) 134,236(45.8)

None 110,255(49.2) 48,653(70.6) 158,908(54.2)

Table 2. Demographic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 Specialty work : the work which employees are required to take the special health examination



- 12 -

일반질환 분포는 <표 3>과 같다. 남자는 전체 224,189명중 고혈압 5%, 

간장질환 3.6%, 고지혈증 1.7%, 당뇨질환 1.2%, 신장질환 0.5%이었다. 여

자는 전체 68,955명중 고혈압 3%, 간장질환 0.6%, 고지혈증 1.1%, 당뇨질

환 0.7%, 신장질환 0.6%이었다.

(No. %)

Disease Men Women Total*

Hypertension 11,141(5.0) 2,059(3.0) 13,200(4.5)

Liver Disease 8,171(3.6) 414(0.6) 8,585(2.9)

Hyperlipemia 3,760(1.7) 738(1.1) 4,498(1.5)

Diabetes 2,761(1.2) 475(0.7) 3,236(1.1)

Kidney disease 1,111(0.5) 410(0.6) 1,521(0.5)

Total 224,189 68,955 293,144

Table 3. Prevalence of 5 general diseases

* People who have normal test results due to medications are considered as normal

직업성질환 분포는 <표 4>와 같다. 남자는 전체 104,105명중 소음성난청 

18.6%,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0.6%, 금속류 관련 질환 0.1%이었다. 여자는 

전체 68,955명중 소음성난청 7.1%,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0.6%, 금속류 관

련 질환 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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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Disease Men Women Total**

Hearing loss 19,366(18.6) 1,432(7.1) 20,798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 579(0.6) 129(0.6) 708

metals related disease 156(0.1) 13(0.1) 169

Total 104,105 20,284 124,389

Table 4. Prevalence of 3 occupational diseases(specialty work*)

* special work : the work which employees have to get the special health examination

** The patients for occupational diseases are those who diagnosed with occupational 
diseases(D1) and monitored continuously even though the urgent treatment is not necessary(C1)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반질환별 특성은 <표 5>와 같다. 사업장 규모별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50명 미만, 200명 미만, 300명 미만, 300명 이상

으로 분류하였고, 사업장 규모별로 근무하는 근로자 인원수와 질환별로 분

류하였다. 사업장 수는 50명 미만의 사업장 수가 74.8%로 가장 많고, 인원

수는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0%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고혈압, 간장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을 가진 근로자는 50명 미만의 사업

장에 가장 많았으며 신장질환은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No. %)

Variables Number of
workplaces

Number of
persons Hypertension Liver

diseases Hyperlipidemia Diabetes Kidney
disease

<50 6,741(74.8) 87,977(30.0) 4,026(4.6) 2,298(2.6) 1,296(1.5) 1,063(1.2) 381(0.4)

<100 1,307(14.5) 66,880(22.8) 3,308(4.9) 1,888(2.8) 1,085(1.6) 740(1.1) 387(0.6)

<150 471(5.2) 38,860(13.3) 1,584(4.1) 968(2.5) 541(1.4) 404(1.0) 179(0.5)

<200 168(1.9) 19,795(6.8) 1,000(5.1) 655(3.3) 285(1.4) 224(1.1) 143(0.7)

<300 186(2.1) 32,822(11.2) 1,310(4.0) 1,111(3.4) 596(1.8) 337(1.0) 213(0.6)

≥300 141(1.6) 46,810(16.6) 1,972(4.2) 1,665(3.6) 695(1.5) 468(1.0) 218(0.5)

Total 9,014 293,144 13,200 8,585 4,498 3,236 1,521

Table 5.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in the workplace siz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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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따른 직업성질환별 특성은 <표 6>과 같다. 사업장 규모별

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50명 미만, 200명 미만,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사업장 규모별로 근무하는 근로자 인원수와 질환별

로 분류하였다. 사업장 수는 50명 미만의 사업장 수가 74.8%로 가장 많고, 

인원수는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0%로 가장 많았다. 또

한 소음성 난청과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을 가진 근로자는 50명 미만의 사

업장에 가장 많았으며 금속류 관련 질환을 가진 근로자는 100명 미만의 사

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No. %)

Variables Number of
workplaces

Number of
  persons

Noise induced
hearing loss

Organic compound
related disease

Metal related
disease

<50 6,741(74.8) 87,977(30.0) 6,699(7.6) 230(0.3) 44(0.1)

<100 1,307(14.5) 66,880(22.8) 4,606(6.9) 213(0.3) 45(0.1) 

<150 471(5.2) 38,860(13.3) 2,645(6.8) 97(0.2) 18(0.0)

<200 168(1.9) 19,795(6.8) 1,086(5.5) 32(0.2) 16(0.1)

<300 186(2.1) 32,822(11.2) 1,939(5.9) 37(0.1) 12(0.0)

≥300 141(1.6) 46,810(16.6) 3,823(8.2) 99(0.2) 34(0.1)

Total 9,014 293,144 20,798 708 169

Table 6.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in the workplace size(2)

나. 일반질환

1) 고혈압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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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 <표 7>과 같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2.160배, 50세이상은 3.565배 높았으며,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이 1.140배,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753배,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

자가 0.920배로 낮았으며, 운동은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0.915배로 낮았다. 여자는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5.136배, 50

세이상은 9.442배 높았으며,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이 1.778배, 특수직이 

1.803배 높았다.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321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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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40 1 1

40-49 2.160* 2.059  2.265 5.136* 4.396  6.001

≥50 3.565* 3.398  3.739 9.442* 8.099  11.008

Job

Office work 1 1

Production work 1.140* 1.005  1.292 1.778* 1.149  2.751

Specialty work 1.007 0.887  1.142 1.803* 1.161  2.801

Eating habits

Vegetarian 1 1

Prefer meat 1.077 0.998  1.163 1.253 0.985  1.595

Drinking habit

No-drinking 1 1

Drinking 1.753* 1.685  1.825 1.321* 1.163  1.501

Smoking habit

Absent 1 1

Present 0.920* 0.884  0.958 0.944 0.651  1.370

Exercise days/week

1 to 7 days 1 1

None 0.915* 0.880  0.951 0.929 0.844  1.021

Table 7.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on hypertension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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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고혈압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2>과 같다. 

남자 전체 224,189명 중 고혈압 11,141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

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22,282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

로는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2>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4개인 

나무구조이다. 고혈압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과 음주이다. 따라서 

남자 40세이상, 음주를 하는 67.3%가 고혈압으로 나타났다. 

Figure 2. Decision tree results on hypertension(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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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여자 전체 68,955명 중 고혈압 2,059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4,118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는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3>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인 

나무구조이다. 고혈압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라서 여자 50

세이상 68.6%가 고혈압으로 나타났다.

Figure 3. Decision tree results on hypertension(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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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고혈압과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정도를 가지고 연관성 

규칙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관규칙은 <표 8>과 같다.

남자와 여자 모두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서 지지도와 신뢰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을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사무직이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고혈압을 가진다.”라는 연관규칙이다.

Lift Support Confidence Rule

Men

1.19 78.57 97.35 Office work→ Non-exercise→ Hypertension

1.15 81.43 94.21 Specialty work→ Drinking→ Hypertension

1.15 74.29 94.55 Prefer meat→ Drinking→ Hypertension

1.15 74.29 94.55 Present smoking→ Prefer meat→ Hypertension

1.15 74.29 94.55 Specialty work→ Prefer meat→ Hypertension

Women

1.23 61.15 88.54 Office work→ Non-exercise→ Hypertension

1.22 58.27 88.04 Office work→ Drinking→ Hypertension

1.22 63.31 88 Specialty work→ Drinking→ Hypertension

1.21 63.31 87.13 Production work→ Drinking→ Hypertension

1.21 63.31 87.13 Non-exercise→ Drinking→ Hypertension

Table 8.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on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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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장질환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간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

분석에서는 <표 9>와 같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1,248배, 50세이상은 1,207배 높았으며,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이 1.211배, 

식습관은 채식위주의 식습관에 비해 육식위주의 식습관이 1.235배 높았으

며,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589배 높았으며, 운동은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1.063배 높았다. 여자는 40세미만에 

비해 50세이상이 2.630배 높았으며,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571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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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40 1 1

40-49 1.248* 1.184  1.314 1.221 0.941  1.584

≥50 1.207* 1.136  1.282 2.630* 2.068  3.343

Job

Office work 1 1

Production work 1.211* 1.045  1.404 1.500 0.706  3.189

Specialty work 0.974 0.840  1.130 1.386 0.643  2.987

Eating habits

Vegetarian 1 1

Prefer meat 1.235* 1.145  1.333 0.788 0.466  1.333

Drinking habit

No-drinking 1 1

Drinking 1.589* 1.518  1.664 1.571* 1.221  2.021

Smoking habit

Absent 1 1

Present 1.041 0.994  1.090 1.320 0.762  2.288

Exercise days/week

1 to 7 days 1 1

None 1.063* 1.017  1.112 0.885 0.720  1.088

Table 9.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on liver diseas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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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간장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4>과 같다. 

남자 전체 224,189명 중 간장질환 8,171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

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16,342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

로는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4>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4개인 

나무구조이다. 간장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음주, 흡연, 연령이다. 

따라서 남자 음주와 흡연을 하는 40대이상 64.4%가 간장질환으로 나타났

다. 

Figure 4. Decision tree results on liver diseas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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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5>과 같다. 

여자 전체 68,955명 중 간장질환 414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828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는 연

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5>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인 

나무구조이다. 간장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 음주이다. 따라서 

여자 50대이상, 음주를 하는 81.8%가 간장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5. Decision tree results on liver disease(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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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간장질환과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정도를 가지고 연관성 

규칙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관규칙은 <표 10>과 같다.

남자와 여자 모두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서 지지도와 신뢰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을 보면 남자는 “생산직이면서 육식을 하

는 남자는 간장질환을 가진다.”여자는 “생산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

을 가진 여자는 간장질환을 가진다.”라는 연관규칙이다.

Lift Support Confidence Rule

Men

1.27 71.43 99.01 Production work→ Prefer meat→ Liver disease

1.21 74.29 94.55 Specialty work→ Prefer meat→ Liver disease

1.21 74.29 94.55 Prefer meat→ Drinking→ Liver disease

1.21 74.29 94.55 Present smoking→ Prefer meat→ Liver disease

1.2 74.29 93.69 Drinking→ Production work→ Liver disease

Women

1.4 59.71 87.37 Production work→ Prefer meat→ Liver disease

1.4 59.71 87.37 Present smoking→ Specialty work→ Liver disease

1.36 61.15 85 Specialty work→ Drinking→ Liver disease

1.34 61.15 84.16 Non-exercise→ Drinking→ Liver disease

1.34 61.15 84.16 Production work→ Drinking→ Liver disease

Table 10.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on liver disease



- 25 -

3) 고지혈증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고지혈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

분석에서는 <표 11>와 같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1.678배, 50세이상은 1.631배 높았으며, 식습관은 채식위주의 식습관에 비

해 육식위주의 식습관이 1.339배 높았고,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

가 1.312배,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091배 높았다. 여자는 40

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2.367배, 50세이상은 7.358배 높았으며, 사무직

에 비해 생산직이 2.168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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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40 1 1

40-49 1.678* 1.557  1.809 2.367* 1.860  3.012

≥50 1.631* 1.497  1.777 7.358* 5.908  9.163

Job

Office work 1 1

Production work 1.190 0.963  1.471 2.168* 1.024  4.590

Specialty work 0.937 0.757  1.160 1.984 0.931  4.229

Eating habits

Vegetarian 1 1

Prefer meat 1.339* 1.198  1.497 1.062 0.701  1.610

Drinking habit

No-drinking 1 1

Drinking 1.312* 1.228  1.403 0.950 0.750  1.203

Smoking habit

Absent 1 1

Present 1.091* 1.020  1.167 1.021 0.570  1.830

Exercise days/week

1 to 7 days 1 1

None 0.983 0.921  1.049 1.044 0.890  1.225

Table 1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on hyperlipemia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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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고지혈증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6>과 같다. 

남자 전체 224,189명 중 고지혈증 3,760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

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7,520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

는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6>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인 

나무구조이다. 고지혈증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 식습관이다. 따라

서 남자 40대이상,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68.2%가 고지혈증으로 나타

났다.

Figure 6. Decision tree results on hyperlipemi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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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여자 전체 68,955명 중 고지혈증 738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1,476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는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7>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인 

나무구조이다. 고지혈증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라서 여자 

50대이상 69.4%가 고지혈증으로 나타났다.

Figure 7. Decision tree results on hyperlipemia(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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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고지혈증과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정도를 가지고 연관성 

규칙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관규칙은 <표 12>와 같다.

남자와 여자 모두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서 지지도와 신뢰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을 보면 남자는 “육식위주의 식습관과 음

주를 하는 남자는 고지혈증을 가진다.”여자는 “생산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여자는 고지혈증을 가진다.”라는 연관규칙이다.

Lift Support Confidence Rule

Men

1.23 68.57 87.27 Prefer meat→ Drinking→ Hyperlipemia

1.23 68.57 87.27 Present smoking→ Prefer meat→ Hyperlipemia

1.23 68.57 87.27 Specialty work→ Prefer meat→ Hyperlipemia

1.23 70 86.73 Production work→ Non-exercise→ Hyperlipemia

1.21 68.57 85.71 Non-exercise→ Prefer meat→ Hyperlipemia

Women

1.38 58.27 91.01 Production work→ Prefer meat→ Hyperlipemia

1.37 61.15 90.43 Prefer meat→ Drinking→ Hyperlipemia

1.37 61.15 90.43 Specialty work→ Prefer meat→ Hyperlipemia

1.36 65.47 90.1 Production work→ Drinking→ Hyperlipemia

1.36 59.71 90.22 Office work→ Drinking→ Hyperlipemia

Table 12.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on hyperlip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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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뇨질환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당뇨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

분석에서는 <표 13>과 같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4.062배, 50세이상은 6.859배 높았으며, 사무직에 비해 특수직이 0.774배

로 낮았고,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188배,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168배 높았다. 여자는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3.756

배, 50세이상은 7.760배 높았으며,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2.027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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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40 1 1

40-49 4.062* 3.660  4.508 3.756* 2.772  5.088

≥50 6.859* 6.189  7.602 7.760* 5.791  10.398

Job

Office work 1 1

Production work 0.968 0.773  1.212 1.291 0.608  2.743

Specialty work 0.774* 0.617  0.971 1.209 0.563  2.595

Eating habits

Vegetarian 1 1

Prefer meat 1.050 0.891  1.237 1.197 0.730  1.962

Drinking habit

No-drinking 1 1

Drinking 1.188* 1.100  1.284 0.965 0.725  1.284

Smoking habit

Absent 1 1

Present 1.168* 1.080  1.262 2.027* 1.169  3.513

Exercise days/week

1 to 7 days 1 1

None 1.026 0.951  1.107 0.863 0.712  1.045

Table 1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on diabetes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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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당뇨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8>과 같다. 

남자 전체 224,189명 중 당뇨질환 2,761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

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5,522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

는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8>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4개인 

나무구조이다. 당뇨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 음주이다. 따라서 

남자 50대이상, 음주를 하는 73.5%가 당뇨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8. Decision tree results on diabete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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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9>과 같다. 

여자 전체 68,955명 중 당뇨질환 475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950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는 연

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9>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인 

나무구조이다. 당뇨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라서 여자 

50대이상 67.7%가 당뇨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9.  Decision tree results on diabetes(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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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당뇨질환과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정도를 가지고 연관성 

규칙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관규칙은 <표 14>와 같다.

남자와 여자 모두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서 지지도와 신뢰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을 보면 남자는 “사무직이면서 흡연을 하

는 남자는 당뇨질환을 가진다.”여자는 “흡연과 음주를 하는 여자는 당뇨

질환을 가진다.”라는 연관규칙이다.

Lift Support Confidence Rule

Men

1.22 71.43 90.09 Present smoking→ Office work→ Diabetes

1.21 71.43 89.29 Office work→ Drinking→ Diabetes

1.2 71.43 88.5 Office work→ Non-exercise→ Diabetes

1.19 68.57 87.27 Present smoking→ Prefer meat→ Diabetes

1.19 68.57 87.27 Specialty work→ Prefer meat→ Diabetes

Women

1.43 58.27 86.17 Present smoking→ Drinking→ Diabetes

1.41 58.27 85.26 Present smoking→ Specialty work→ Diabetes

1.41 57.55 85.11 Specialty work→ Prefer meat→ Diabetes

1.41 57.55 85.11 Prefer meat→ Drinking→ Diabetes

1.39 57.55 84.21 Production work→ Prefer meat→ Diabetes

Table 14.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o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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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장질환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

분석에서는 <표 15>와 같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1.177배, 50세이상은 1.850배 높았으며,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이 1.641배 

높았다. 여자는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1.577배, 50세이상은 5.040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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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40 1 1

40-49 1.177* 1.016  1.363 1.577* 1.169  2.129

≥50 1.850* 1.601  2.138 5.040* 3.872  6.561

Job

Office work 1 1

Production work 1.641* 1.039  2.592 1.722 0.708  4.189

Specialty work 1.307 0.825  2.070 1.863 0.759  4.571

Eating habits

Vegetarian 1 1

Prefer meat 0.947 0.750  1.195 0.667 0.353  1.260

Drinking habit

No-drinking 1 1

Drinking 1.018 0.901  1.150 1.132 0.844  1.519

Smoking habit

Absent 1 1

Present 1.120 0.990  1.266 1.305 0.685  2.484

Exercise days/week

1 to 7 days 1 1

None 1.069 0.950  1.204 1.170 0.939  1.457

Table 1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on kidney diseas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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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신장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10>과 같

다. 남자 전체 224,189명 중 신장질환 1,111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2,222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

수로는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10>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

인 나무구조이다. 신장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라서 남

자 50대이상 58.2%가 신장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10. Decision tree results on kidney diseas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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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11>과 같

다. 여자 전체 68,955명 중 신장질환 410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

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820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

는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11>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

인 나무구조이다. 신장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라서 여

자 50대이상 69.8%가 신장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11. Decision tree results on kidney disease(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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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신장질환과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정도를 가지고 연관성 

규칙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관규칙은 <표 16>과 같다.

남자와 여자 모두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서 지지도와 신뢰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을 보면 남자는 “사무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는 신장질환을 가진다.”여자는 “사무직이면서 음주를 

하는 여자는 신장질환을 가진다.”라는 연관규칙이다.

Lift Support Confidence Rule

Men

1.29 65 90.1 Office work→ Prefer meat→ Kidney disease

1.23 67.86 86.36 Specialty work→ Prefer meat→ Kidney disease

1.23 67.86 86.36 Present smoking→ Prefer meat→ Kidney disease

1.23 67.86 86.36 Prefer meat→ Drinking→ Kidney disease

1.21 67.86 84.82 Production work→ Prefer meat→ Kidney disease

Women

1.44 57.55 86.96 Office work→ Drinking→ Kidney disease

1.43 58.27 86.17 Prefer meat→ Drinking→ Kidney disease

1.43 58.27 86.17 Specialty work→ Prefer meat→ Kidney disease

1.41 58.27 85.26 Production work→ Prefer meat→ Kidney disease

1.41 58.27 85.26 Non-exercise→ Prefer meat→ Kidney disease

Table 16.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on kidne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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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성질환

1) 소음성난청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소음성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

귀분석에서는 <표 17>과 같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

가 3.790배, 50세이상은 10.126배 높았으며, 식습관은 채식위주의 습관에 

비해 육식위주의 식습관이 0.762배로 낮았고.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

주자가 1.123배,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066배 높았다. 여자

는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3.713배, 50세이상은 7.994배 높았으며, 운

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 하지 않는 사람이 1.28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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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40 1 1

40-49 3.790* 3.633  3.953 3.713* 2.984  4.620

≥50 10.126* 9.665  10.610 7.994* 6.452  9.906

Eating habits

Vegetarian 1 1

Prefer meat 0.762* 0.703  0.827 0.715 0.475  1.078

Drinking habit

No-drinking 1 1

Drinking 1.123* 1.082  1.165 1.044 0.869  1.255

Smoking habit

Absent 1 1

Present 1.066* 1.027  1.106 0.845 0.515  1.386

Exercise days/week

1 to 7 days 1 1

None 1.033 0.997  1.071 1.285* 1.125  1.468

Table 17.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on hearing loss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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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소음성난청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12>과 같

다. 남자 전체 224,189명중 소음성난청 19,366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

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38,732건으로 분석하였으

며, 변수로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12>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

인 나무구조이다. 소음성난청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라서 

남자 40대이상 68.6%가 소음성난청으로 나타났다.

Figure 12. Decision tree results on hearing los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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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13>과 같

다. 여자 전체 68,955명중 소음성난청 1,432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2,864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

수로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13>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

인 나무구조이다. 소음성난청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라서 

여자 50대이상 65.3%가 소음성난청으로 나타났다.

Figure 13. Decision tree results on hearing loss(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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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소음성난청과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정도를 가지고 연관성 규

칙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관규칙은 <표 18>과 같다.

남자와 여자 모두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으로서 지지도와 신뢰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을 보면 남자는 “특수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는 소음성난청을 가진다.”여자는 “특수직이면서 음주

를 하는 여자는 소음성난청을 가진다.”라는 연관규칙이다.

Lift Support Confidence Rule

Men

1.32 61.15 90.43 Specialty work→ Prefer meat→ Hearing loss

1.32 61.15 90.43 Prefer meat→ Drinking→ Hearing loss

1.32 57.55 89.89 Office work→ Prefer meat→ Hearing loss

1.32 57.55 89.89 Present smoking→ Prefer meat→ Hearing loss

1.32 57.55 89.89 Present smoking→ Office work→ Hearing loss

Women

1.32 64.75 90 Specialty work→  Drinking→ Hearing loss

1.32 61.15 90.43 Specialty work→ Prefer meat→ Hearing loss

1.32 61.15 90.43 Prefer meat→ Drinking→ Hearing loss 

1.32 59.71 90.22 Office work→  Drinking→ Hearing loss

1.32 57.55 89.89 Present smoking→Prefer meat→ Hearing loss

Table 18.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on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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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표 19>와 같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에 비

해 50세이상이 1.316배 높았고, 식습관은 채식위주의 습관에 비해 육식위

주의 식습관이 0.613배로 낮았고.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632

배 높았으며,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1.370배 

높았다. 여자는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2.573배, 50세이상은 2.906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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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40 1 1

40-49 1.048 0.863  1.273 2.573* 1.641  4.034

≥50 1.316* 1.038  1.668 2.906* 1.808  4.671

Eating habits

Vegetarian 1 1

Prefer meat 0.613* 0.419  0.897 1.099 0.474  2.552

Drinking habit

No-drinking 1 1

Drinking 1.099 0.923  1.307 0.818 0.470  1.422

Smoking habit

Absent 1 1

Present 1.632* 1.366  1.950 0.686 0.211  2.230

Exercise days/week

1 to 7 days 1 1

None 1.370* 1.157  1.622 0.774 0.534  1.123

Table 19.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on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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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

림 14>과 같다. 남자 전체 224,189명중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579건에 대

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1,158건

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

다.

<그림 14>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3개

인 나무구조이다.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흡연, 식

습관이다. 따라서 남자 비흡연, 채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45.4%가 유기화

합물 관련 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14. Decision tree results on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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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관련 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

림 15>과 같다. 여자 전체 68,955명중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129건에 대해 

정상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258건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로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15>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2개

인 나무구조이다. 소음성난청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라서 

여자 40대이상 58.1%가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15. Decision tree results on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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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과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정도를 가지고 

연관성 규칙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관규칙은 <표 20>과 같다.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을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흡연과 육식위

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와 여자는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을 가진다.”라는 

연관규칙이다.

Lift Support Confidence Rule

Men

1.27 58.57 74.55 Present smoking→ Prefer meat→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1.27 58.57 74.55 Prefer meat→ Drinking→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1.25 58.57 73.21 Non-exercise→ Prefer meat→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1.14 58.57 66.67 Present smoking→ Drinking→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1.11 58.57 65.08 Present smoking→ exercise→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Women

1.56 37.41 58.43 Present smoking→ Prefer meat→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1.48 37.41 55.32 Present smoking→ Drinking→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1.48 37.41 55.32 Prefer meat→ Drinking→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1.46 37.41 54.74 Non-exercise→ Prefer meat→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1.4 37.41 52.53 Present smoking→ exercise→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Table 20.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on organic compounds rela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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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류 관련 질환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금속류 관련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

스틱회귀분석에서는 <표 21>와 같다. 남자는 연령에서 40세미만에 비해 

40-49세가 2.180배, 50세이상이 2.237배 높았고,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449배 높았다. 여자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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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ge

<40 1 1

40-49 2.180* 1.502  3.165 0.859 0.267  2.764

≥50 2.237* 1.479  3.383 0.248 0.030  2.053

Eating habits

Vegetarian 1 1

Prefer meat 1.601 0.929  2.759 1.382 0.172  11.116

Drinking habit

No-drinking 1 1

Drinking 1.449* 1.046  2.007 0.959 0.210  4.371

Smoking habit

Absent 1 1

Present 0.836 0.603  1.158 <0.001 <0.001  >999.9

Exercise days/week

1 to 7 days 1 1

None 0.980 0.714  1.344 1.919 8.706

Table 2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on metals related diseas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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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나무 분석

금속류 관련 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16>과 같다. 남자 전체 224,189명중 금속류 관련 질환 156건에 대해 정상

군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312건으로 분석

하였으며, 변수로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16>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2개

인 나무구조이다. 금속류 관련 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

라서 남자 40대이상 57.1%가 금속류 관련 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16. Decision tree results on metals related disease(Men)



- 53 -

금속류 관련 질환의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그림 

17>과 같다. 여자 전체 68,955명중 금속류 관련 질환 13건에 대해 정상군

과 질환군의 비율을 1:1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총 26건으로 분석하

였으며, 변수로는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그림 17>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Tree노드는 끝마디(잎마디) 개수가 2개

인 나무구조이다. 금속류 관련 질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다. 따

라서 여자 40대이상 31.6%가 금속류 관련 질환으로 나타났다.

Figure 17. Decision tree results on metals related disease(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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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관성 규칙

금속류 관련 질환과 연령,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정도를 가지고 연관

성 규칙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연관규칙은 <표 22>와 같다.

가장 향상도가 높은 연관규칙을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흡연과 육식위

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와 여자는 금속류 관련 질환을 가진다.”라는 연

관규칙이다.

Lift Support Confidence Rule

Men

1.27 45.71 58.18 Present smoking→ Prefer meat→ Metals related disease

1.27 45.71 58.18 Prefer meat→ Drinking→ Metals related disease

1.25 45.71 57.14 Non-exercise→ Prefer meat→ Metals related disease

1.14 45.71 52.03 Present smoking→ Drinking→ Metals related disease

1.11 45.71 50.79 Present smoking→ Non-exercise→ Metals related disease

Women

1.56 10.07 15.73 Present smoking→ Prefer meat→ Metals related disease

1.48 10.07 14.89 Present smoking→ Drinking→ Metals related disease

1.48 10.07 14.89 Prefer meat→ Drinking→ Metals related disease

1.46 10.07 14.74 Non-exercise→ Prefer meat→ Metals related disease

1.4 10.07 14.14 Present smoking→ Non-exercise→ Metals related disease

Table 22. Association analysis results on metals relat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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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환분류에 따른 위험요인 및 고 위험군

1) 일반질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위험요인

<표 23>에는 일반질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위험요인이 요약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 고혈압, 간장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으로 

구분하였다. 질환에 따른 변수로 성별,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남자의 일반질환 위험요인으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과 특수직, 육식위주의 식습관, 음주, 현재흡연, 운동하지 않

는 남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고혈압에서 흡연을 하지 않

고, 운동을 하는 남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일반질환 위험요인으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과 특수직, 음주, 현재흡연을 하는 여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

타났다.

Variables Age Job Eating
habits

Drinking
habits

Smoking
habits

Exercise
days/week

Men

Hypertension ≥40 Production work - Drinking Absent 1 to 7 days

Liver Disease ≥40 Production work Prefer meat Drinking - None

Hyperlipemia ≥40 - Prefer meat Drinking Present -

Diabetes ≥40 Specialty work - Drinking Present -

Kidney ailment ≥40 Production work - - - -

Women

Hypertension ≥40 Production work
Specialty work - Drinking - -

Liver Disease ≥50 - - Drinking - -

Hyperlipemia ≥40 Production work - - - -

Diabetes ≥40 - - - Present -

Kidney ailment ≥40 - - - -

Table 23. Risk factors for General disease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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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성질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위험요인

<표 24>에는 직업성질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위험요인이 요약되

어 있다. 남자와 여자, 소음성난청,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금속류 관련 

질환으로 구분하였다. 질환에 따른 변수로 성별, 연령, 식습관, 음주, 흡

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남자의 직업성질환 위험요인으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육식위

주의 식습관, 음주, 현재흡연, 운동하지 않는 남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

타났다.

여자의 직업성질환 위험요인으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 

운동하지 않는 여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Variables Age Eating
habits

Drinking
habits

Smoking
habits

Exercise
days/week

Men

Hearing loss ≥40 Prefer meat Drinking Present -

Organic compound by 
diseases

≥50 Prefer meat - Present None

Metals by diseases ≥40 - Drinking - -

Women

Hearing loss ≥40 - - - None

Organic compound by 
diseases ≥40 - Drinking - -

Metals by diseases - - - - -

Table 24. Risk factors for occupational disease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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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질환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고 위험군

<표 25>에는 일반질환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고 위험군이 요약되

어 있다. 남자와 여자, 고혈압, 간장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

으로 구분하였다. 질환에 따른 변수로 성별, 연령, 직종,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남자의 일반질환 고 위험군으로 고혈압은 40대 이상이면서 음주하는 

67.3%, 간장질환은 40대 이상이면서 음주와 현재흡연하는 64.4%, 고지혈증

은 40대 이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68.2%, 당뇨질환은 50대 이

상이면서 음주를 하는 73.5%, 신장질환은 50대이상 53.2%이였다.

여자의 일반질환 고 위험군으로 고혈압은 50대이상 68.6%, 간장질환은 

50대 이상이면서 음주하는 81.8%,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은 50대이

상 69.4%, 67.7%, 69.8%이였다.   

Diseases High Risk Group %

Men

Hypertension Age over 40, Drinking 67.3%

Liver Disease Age over 40, Drinking, Present smoking 64.4%

Hyperlipemia Age over 40, Prefer meat 68.2%

Diabetes Age over 50, Drinking 73.5%

Kidney ailment Age over 50 53.2%

Women

Hypertension Age over 50 68.6%

Liver Disease Age over 50, Drinking 81.8%

Hyperlipemia Age over 50 69.4%

Diabetes Age over 50 67.7%

Kidney ailment Age over 50 69.8%

Table 25. High risk group of General diseases by decision tre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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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성질환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고 위험군

<표 26>에는 직업성질환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고 위험군이 요약

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 소음성난청,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 금속류 관련 

질환으로 구분하였다. 질환에 따른 변수로 성별, 연령, 식습관, 음주, 흡

연, 운동을 사용하였다. 

남자의 직업성질환 고 위험군으로 소음성난청은 40대이상 68.6%, 유기화

합물 관련 질환은 비흡연과 채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45.4%, 금속류 관련 

질환은 40대이상 57.1%이였다.

여자의 직업성질환 고 위험군으로 소음성난청은 50대이상 65.3%, 유기화

합물 관련 질환과 금속류 관련 질환은 40대이상, 58.1%, 31.6%이였다.

Diseases High Risk Group %

Men

Hearing loss Age over 40 68.6%

Organic compound by diseases Absent smoking, Vegetarian 45.4%

Metals by diseases Age over 40 57.1%

Women

Hearing loss Age over 50 65.3%

Organic compound by diseases Age over 40 58.1%

Metals by diseases Age over 40 31.6%

Table 26. High risk group of occupational diseases by decision tree analysis



- 59 -

2. 평가지표를 이용한 건강수준 평가

가. 전체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점수 순위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호승희, 

2009)의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관리하

고 있는 사업장중 서울, 인천, 수원, 안산에 위치한 156개 사업장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각 분류별 10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전체 

사업장 간의 순위와 건강순위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27>은 사업장의 전체지표 평가에 의한 총점에 따라 전체 순위를 나

열한 것이다. 또한 전체건강순위는 건강 1 ~ 4의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순

위로 나열한 것이다. 사업장의 전체지표 평가에 의한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사업장의 전체지표 평가 순위와 

건강관리지표 평가의 순위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평가대상 사업장 

156개의 순위 중에서 20위까지의 사업장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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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9 10 8 10 9 10 10 10 8 10 8 102 1 2 

58 8 10 10 9 10 8 10 10 9 8 10 102 1 3 

79 10 9 10 9 9 10 9 8 8 9 9 100 4 8 

147 9 10 9 10 10 10 10 10 5 10 6 99 5 8 

143 10 8 8 9 10 10 10 9 5 10 10 99 5 20 

133 9 9 8 8 9 10 10 8 7 9 9 96 7 8 

105 7 9 9 8 8 10 9 10 8 10 7 95 8 3 

140 9 9 8 8 9 10 10 7 8 8 9 95 8 8 

134 9 9 8 8 9 10 10 8 6 9 9 95 8 20 

16 9 9 7 10 10 10 10 6 5 10 9 95 8 69 

108 9 9 8 8 7 10 10 8 7 9 9 94 12 8 

88 9 7 9 9 9 10 10 8 6 9 8 94 12 20 

132 9 9 9 9 9 10 10 8 5 9 7 94 12 30 

2 9 8 8 9 9 8 8 9 7 10 9 94 12 47 

20 9 8 9 10 10 10 8 6 5 10 9 94 12 111 

119 8 9 8 8 8 10 10 7 8 8 9 93 17 8 

120 9 8 8 8 8 10 9 8 8 9 8 93 17 8 

136 9 7 7 8 9 10 10 8 7 9 9 93 17 8 

47 9 9 8 8 9 10 8 8 8 9 7 93 17 20 

130 8 9 9 8 8 10 10 8 6 8 9 93 17 20 

73 8 9 9 8 9 8 8 8 8 9 9 93 17 47 

56 9 9 8 8 9 8 8 8 7 10 9 93 17 69 

Table 27. Total workplace ranking

a Workplace
b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
c Employee Health Management
d Long-term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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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별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점수 순위

동종업종 분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따라 3개 업종으로 분류하

였다. 업종별 분류는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사업자의 

건강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크게 광물질 및 

금속류, 비금속류, 기타업종으로 분류하였다. 

1) 광물질, 금속류, 업종 평가점수 순위

전체 156개 사업장 중에서 광물질, 금속류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88개 사

업장이다. 아래 <표 28>은 업종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20위까지만 나열하

여 전체 사업장 평가 순위와 비교하였으며,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

와 전체 사업장의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를 비교하였다. <표 28>을 살펴

보면, 79번 사업장일 경우 전체 사업장 순위가 4위인데 업종 순위로는 2

위, 전체 사업장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8위이지만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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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Input
WEMb

1
WEM

2
WEM

3
WEM

4
EHMc

1
EHM

2
EHM

3
EHM

4
Output LOd Total

Total
Ranking

industry
Health

Ranking

Total
Health

Ranking

60 8 9 9 10 10 10 10 10 9 8 9 1 1 1 1 

79 10 9 10 9 9 10 9 8 8 9 9 2 4 2 8 

143 10 8 8 9 10 10 10 9 5 10 10 3 5 9 20 

140 9 9 8 8 9 10 10 7 8 8 9 4 8 2 8 

16 9 9 7 10 10 10 10 6 5 10 9 4 8 32 69 

108 9 9 8 8 7 10 10 8 7 9 9 6 12 2 8 

20 9 8 9 10 10 10 8 6 5 10 9 6 12 59 111 

120 9 8 8 8 8 10 9 8 8 9 8 8 17 2 8 

136 9 7 7 8 9 10 10 8 7 9 9 8 17 2 8 

47 9 9 8 8 9 10 8 8 8 9 7 8 17 9 20 

73 8 9 9 8 9 8 8 8 8 9 9 8 17 20 47 

123 8 9 8 8 7 10 10 8 7 9 8 12 24 2 8 

41 10 9 8 10 9 10 9 9 5 6 7 12 24 12 30 

81 9 9 8 8 8 8 9 8 8 9 8 12 24 12 30 

1 8 9 8 8 9 8 7 10 7 9 9 12 24 20 47 

107 8 9 9 9 8 8 10 9 5 9 8 12 24 20 47 

80 9 9 8 8 8 8 9 8 7 9 8 17 31 20 47 

71 9 7 9 8 9 8 8 8 8 9 7 18 34 20 47 

142 8 7 9 9 7 8 9 8 6 9 10 18 34 32 69 

156 9 9 7 7 7 10 10 8 7 7 8 20 40 2 8 

118 7 9 8 8 8 10 9 7 7 8 8 20 40 12 30 

74 8 7 8 8 9 8 8 8 7 9 9 20 40 32 69 

Table 28. Minerals and metals type ranking

a Workplace
b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
c Employee Health Management
d Long-term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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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속류 업종 평가점수 순위

전체 156개 사업장 중에서 비금속류 취급 사업장은 29개 사업장이다.

아래 <표 29>는 업종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20위까지만 나열하여 전체 

사업장 평가 순위와 비교하였으며,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와 전체 

사업장의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를 비교하였다. <표 29>를 살펴보면, 133

번 사업장일 경우 전체 사업장 순위가 7위인데 업종 순위로는 1위, 전체 

사업장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8위이지만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

는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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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Input
WEMb

1
WEM

2
WEM

3
WEM

4
EHMc

1
EHM

2
EHM

3
EHM

4
Output LOd Total

Total
Ranking

industry
Health

Ranking

Total
Health

Ranking

133 9 9 8 8 9 10 10 8 7 9 9 1 7 2 8 

105 7 9 9 8 8 10 9 10 8 10 7 2 8 1 3 

2 9 8 8 9 9 8 8 9 7 10 9 3 12 13 47 

82 9 9 9 8 8 8 9 8 7 9 8 4 24 13 47 

6 8 8 9 8 8 8 9 8 8 9 7 5 34 8 30 

154 7 7 8 8 9 10 10 8 5 9 9 5 34 8 30 

84 8 9 9 8 8 8 9 8 7 9 7 5 34 13 47 

125 9 7 9 8 7 10 10 8 7 6 7 8 45 2 8 

26 7 9 8 8 8 10 10 7 5 9 7 8 45 13 47 

24 8 9 9 8 9 8 8 8 5 9 7 8 45 24 111 

36 7 8 7 8 7 10 9 8 7 9 7 11 54 5 20 

76 8 8 9 8 8 8 10 8 7 6 7 11 54 8 30 

117 8 7 8 8 7 10 10 8 7 6 7 13 61 2 8 

111 7 7 7 8 8 10 10 9 5 7 8 13 61 5 20 

3 7 9 7 8 9 8 7 8 7 9 7 13 61 21 93 

95 7 9 10 8 8 7 9 7 7 7 7 13 61 21 93 

46 6 7 7 8 7 10 8 7 7 10 8 17 72 13 47 

12 8 7 8 8 7 8 7 7 9 8 7 18 80 18 69 

40 9 7 7 8 7 10 8 8 5 8 7 18 80 18 69 

65 7 7 7 6 7 10 8 7 8 9 7 20 87 8 30 

7 8 6 8 8 7 8 8 7 7 7 9 20 87 21 93 

Table 29. Nonmetal type ranking

a Workplace
b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
c Employee Health Management
d Long-term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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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업종 평가점수 순위

전체 156개 사업장 중에서 기타 업종 취급 사업장은 39개 사업장이다. 

아래 <표 30>은 업종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20위까지만 나열하여 전체 사

업장 평가 순위와 비교하였으며,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와 전체 사

업장의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를 비교하였다. <표 30>을 살펴보면, 147번 

사업장일 경우 전체 사업장 순위가 5위인데 업종 순위로는 3위, 전체 사업

장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8위이지만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6

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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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Input
WEMb

1
WEM

2
WEM

3
WEM

4
EHMc

1
EHM

2
EHM

3
EHM

4
Output LOd Total

Total
Ranking

industry
Health

Ranking

Total
Health

Ranking

145 9 10 8 10 9 10 10 10 8 10 8 1 1 1 2 

58 8 10 10 9 10 8 10 10 9 8 10 1 1 2 3 

147 9 10 9 10 10 10 10 10 5 10 6 3 5 6 8 

134 9 9 8 8 9 10 10 8 6 9 9 4 8 8 20 

88 9 7 9 9 9 10 10 8 6 9 8 5 12 8 20 

132 9 9 9 9 9 10 10 8 5 9 7 5 12 12 30 

119 8 9 8 8 8 10 10 7 8 8 9 7 17 6 8 

130 8 9 9 8 8 10 10 8 6 8 9 7 17 8 20 

56 9 9 8 8 9 8 8 8 7 10 9 7 17 21 69 

121 8 8 8 8 8 10 10 8 8 9 7 10 24 5 7 

87 8 10 9 6 7 10 9 10 8 7 7 11 31 2 3 

18 8 9 7 8 9 8 10 8 5 10 9 11 31 21 69 

4 9 8 8 8 9 8 8 8 7 9 8 13 34 21 69 

122 8 8 9 8 8 10 9 8 6 7 8 14 40 12 30 

63 8 7 8 8 9 8 8 7 8 9 9 14 40 21 69 

77 7 6 7 7 8 10 10 10 7 8 8 16 45 2 3 

78 8 7 9 8 9 10 9 8 7 6 7 16 45 8 20 

30 8 7 8 8 7 10 8 8 6 9 7 18 61 16 47 

141 6 8 7 8 9 10 10 7 5 9 7 18 61 16 47 

97 7 8 9 8 7 8 9 7 6 9 8 18 61 26 93 

Table 30. other type ranking

a Workplace
b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
c Employee Health Management
d Long-term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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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2007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실시한 11,210개 사업장 근로자 

293,144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질환(고혈압, 간장질환, 고지

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과 직업성질환(소음성난청, 유기화합물 관련 질

환, 금속류 관련 질환)을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

결정나무 분석, 연관성 규칙)을 이용하여 건강행태 관련 위험요인을 규명

하고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사업장 건강수준을 평가 하였

다. 

연구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남자의 일반질환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는 40대이상,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과 특수직, 육식위주의 식습관, 음주, 

현재흡연, 운동을 하지 않는 남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일

반질환에 따른 위험요인으로는 40대이상,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과 특수직, 

음주, 현재흡연을 하는 여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정수

(2007)의 연구에서 고혈압·당뇨질환의 발생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경우의 

흡연확률과 음주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정미숙(2008)은 과잉식이섭취와 혈중지질과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김기련

(2008)은 건강관련 생활습관 조사 연구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연령, 흡연기

간 등에 영향이 있었음을 엄지숙(2008)은 고혈압의 위험요인으로 비흡연자

에 비해 과거와 현재흡연자에서 고혈압군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주 5회이

상 운동하는 군에서 주 3~4회 및 주 2회 미만 운동하는 군에 비해 고혈압

이 높았으며 이는 당뇨질환과도 유사하였다. 한편 남자 고혈압에서 비흡연

과 운동을 하는 남자가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윤미(2007)의 연구

에서 산업장 남성근로자의 흡연, 음주, 운동횟수 등의 변수에서 지방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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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상자군 간의 일반적 특성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Daniel(2007)의 

유전적 표현촉진 연구에서 두개내동맥류의 2대 위험인자인 흡연과 고혈압

을 제외하면 세대마다 악화되는 유전성 이상이 원인으로 나타나 흡연과 고

협압이 무관하였으며, 박영욱(2010)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혈압에 대

해 비흡연과 운동하는 그룹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가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행태를 개선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결과인지 향후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남자의 직업성질환에 따른 위험요인으로는 40대

이상, 육식위주의 식습관, 음주, 현재흡연, 운동하지 않는 남자가 위험요

인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직업성질환에 따른 위험요인으로는 40대이상, 

음주, 운동하지 않는 여자가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진석

(1998)의 연구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이 기도 청력역치가 유의하게 

높았고 박완섭(2000)은 청력저하가 심할수록 식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혈청마그네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을 Ferrite(2005)은 소음성난청이 

연령 20-40대에서 특히 흡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흡연이 성인 남성 

근로자의 청력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우(2000)는 톨루

엔 노출 근로자에서 연령과 흡연이 영향을 준 반면 안식향산이 함유된 식

품섭취에 따른 영향은 적었다고 하였다. Akbas(2004)는 톨루엔과 흡연이 

혈중 백혈구와 유사분열 지표에서 유의하게 영향이 있었다. Boodar(2002)

은 망간폭로 근로자에서의 호흡기증상의 요인으로 흡연이 영향이 있었으며 

Mannino(2004)은 요중 카드뮴과 흡연과 관련이 있고 과거흡연자와 비흡연

자보다 현재흡연자에서 요중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Saito(2006)은 

여자에 비해 남자 근로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혈중 연의 수치가 높아졌

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류 관련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흡연은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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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 분석으로 남자의 일반질환에 따른 고 위험군으로 고혈압은 

40대이상 음주하는 67.3%, 간장질환은 40대이상 음주와 현재흡연하는 

64.4%, 고지혈증은 40대이상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68.2%, 당뇨질환은 

50대이상 음주하는 73.5%, 신장질환은 50대이상 53.2%이었다. 여자의 일반

질환에 따른 고 위험군은 고혈압은 50대이상 68.6%, 간장질환은 50대이상 

음주하는 81.8%, 고지혈증과 당뇨질환과 신장질환은 50대이상 69.4%, 

67.7%, 69.8%이었다. 

또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으로 남자의 직업성질환에 따른 고 위험군으로 

소음성난청은 40대이상 68.6%, 유기화합물 관련질환은 비흡연과 채식위주

의 식습관을 가진 45.4%, 금속류 관련 질환은 40대이상 57.1%이었다. 여자

의 직업성질환에 따른 고 위험군으로 소음성난청은 50대이상 65.3%, 유기

화합물 관련 질환과 금속류 관련 질환은 40대이상 58.1%, 31.6%이었다. 

연관성 규칙으로 남자의 일반질환에 따른 연관규칙을 보면 고혈압은 사

무직이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고혈압을 가지는 연관규칙이 

나타나며 간장질환에서는 생산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와 

여자는 간장질환을 가지는 연관규칙이 나타나며 고지혈증은 육식위주의 식

습관과 음주를 하는 남자와 생산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여자

는 고지혈증을 가지는 연관규칙이 나타난다. 그리고 당뇨질환은 사무직이

면서 흡연을 하는 남자와 흡연과 음주를 하는 여자는 당뇨질환을 가지는 

연관규칙이 나타나며 신장질환에서는 사무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와 사무직이면서 음주를 하는 여자는 신장질환을 가지는 연관규

칙이 나타났다. 

연관성 규칙으로 남자의 직업성질환에 따른 연관규칙을 보면 소음성난청

은 특수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와 특수직이면서 음주를 

하는 여자는 소음성난청을 가지는 연관규칙이 나타나며 유기화합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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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서는 흡연과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와 여자는 유기화합물 

관련 질환을 가지는 연관규칙이 나타난다. 또한 금속류 관련 질환에서는 

흡연과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남자와 여자는 금속류 관련 질환을 가진

다는 연관규칙이 나타났다.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분석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

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함으로

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채영문, 

2001). 데이터마이닝과 관련된 연구로 류종선(2006)은 제2형 당뇨질환의 

유병율과 위험요인 조사와 공복혈당장애 고 위험군 예측 모형을 조윤정

(2001)은 병원에서 재검진을 결정하는 요인과 패턴을 분석하였고 용왕식

(2006)은 고혈압 발생 예측 모형 개발에서 데이터마이닝 프로세스에 의해 

로지스틱모형으로 만들어진 고혈압 발생 예측모형은 예측확률 1%에서 예측

정확도가 모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데 비해 5.48배 높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채영문(2001)은 건강보험에서의 정책분석에 대한 데이터마이닝 접

근에서 건강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어떻게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이 사용

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데이터마이닝 CHIAD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CHIAD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회귀분석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고 세 가지 분석방법 비교에서는 C5.0은 가장 낮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관성 규칙은 고혈압과 관련 있는 요인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평가지표를 이용한 건강수준 평가 결과에서는 전체 사업장 건강수준 평

가점수 순위와 업종별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점수 순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점수 순위에서는 전체순위와 건강순위를 비교하였다. 

또한 업종별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점수 순위에서는 3개의 업종으로 광물

질, 금속류 업종과 비금속류 업종,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여 전체순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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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순위, 전체 건강순위, 업종 건강순위를 선정하였다. 전체 156개 사업장 

중에서 광물질, 금속류를 취급하는 사업장 88개이고 그 중 79번 사업장일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사업장 순위가 4위인데 업종 순위로는 2위, 전체 

사업장 건강관리 지표 평가 순위는 8위지만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

는 2위이다. 비금속류 취급 사업장은 29개이고 그 중 133번 사업장일 경우

를 예로 들면 전체 사업장 순위가 7위인데 업종 순위로는 1위, 전체 사업

장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8위이지만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2

위이다. 기타 업종 취급 사업장은 39개이고 그 중 147번 사업장일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사업장 순위가 5위인데 업종 순위로는 3위, 전체 사업장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8위이지만 업종 건강관리지표 평가 순위는 6위

이다. 위의 결과와 같이 순위를 통해 각 사업장의 건강수준을 비교 할 수 

있었다.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호승

희, 2009)의 설문지 내용 중 근로자건강관리(활동1), 작업환경관리·근로

자건강관리(산출), 작업환경관리·근로자건강관리(단기결과) 등 비율로 작

성 가능한 항목은 응답률이 저조하여 사업장 평가 점수로 산출하기에 어려

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2007년 11,210개 사업장 근로자 중

에서 293,144명의 대용량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있다. 둘

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5가지 일반질환(고혈압, 간장질환, 고지혈증, 

당뇨질환, 신장질환)과 3가지 직업성질환(소음성난청, 유기화합물 관련 질

환, 금속류 관련질환)을 중심으로 위험요인 및 고 위험군과 연관규칙을 찾

았다는 것이다. 셋째, 분석방법에 있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 연관성 규칙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 가능 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1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각 사업장의 전체순위, 업종

순위, 전체 건강순위, 업종 건강순위를 선정하여 비교 가능 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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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첫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관리하

는 11,210개 사업장 근로자 293,144명의 건강검진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

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근로자 코호트를 구축하여 질환의 위험요인 및 패턴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

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연령, 직종, 생활습관 항목만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문진자료 외에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임상학적 변

수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지표를 이용한 건강수준 평가에서도 1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는

데 전 사업장으로 평가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지표를 산

출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장이나 업종별로 

순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 각 사업장에 포상을 

하거나 혜택 등을 주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행태에 

따른 건강위험요인 규명과 질환과의 연관성 규칙에 대해 분석하고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사업장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사업

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의 중요성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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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호승희, 

2009)의 내용을 참고

사업장 건강수준 평가모형

 작업환경관리, 근로자건강관리의 두 가지 영역과 로직모형(Logic 

model)의 관점(투입-활동-산출-장기결과)으로 구분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호승희, 

2009)의 내용 중에서 근로자건강관리(활동1) 항목 중 일반검진 수검율, 

배치전 검진 수검율, 특수검진 수검율, 작업환경관리(산출) 항목 중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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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착용률, 근로자건강관리(산출) 항목 중 비흡연 근로자 비율, 적정 

체중 근로자 비율, 적정 혈압 근로자 비율, 적정 혈당 근로자 비율, 작

업환경관리(단기결과) 항목 중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근로자건강관리

(단기결과)항목 중 업무상질병(직업병) 비율, 업무상질병(작업관련성 질

병) 비율, 일반질병 비율 등 비율로 작성 가능한 항목은 응답률이 저조

하여 사업장 평가 점수로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설문지 문항 중 5점 척도 문항을 통해 사업장 평가점수를 추출하고, 설

문지 문항을 총 11개로 분류하여 최대 10점까지의 사업장 평가점수를 부여  

 전체 사업장과 업종별 사업장에 대해 전체순위, 업종순위, 전체 건강순

위, 업종 건강순위를 선정



- 80 -

가. 투입(Input)

분류

평가 항목 평가

평가 지표명 평가 지표 설명

매
우
낮
음

낮
음

보
통

높
음

매
우
높
음

1 2 3 4 5

투입

최고경영층의 재정적
지원 정도

사업주 및 경영진의 사업장 
보건관리에 대한 관심 및 여러 
가지 측면(재정, 인력 등)의 지원 
정도를 평가

회사내 보건관리정책
실시 정도

‘건물내 금연 정책 실시, 작업전 
체조 실시’ 등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등의 실시 
정도를 평가 

사업장내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확보 정보

사업장내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는지,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평가

사업장내 대행업무관리 
담당자 확보 정도

사업장내 대행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평가

사업장내 보건관리 
시설, 공간 보유 정도

사업장 내에 근로자 
보건관리(상담, 교육 등) 를 위한 
시설, 공간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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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Activity) - 작업환경관리

분류

평가 항목 평가

평가 지표명 평가 지표 설명

매
우
낮
음

낮
음

보
통

높
음

매
우
높
음

1 2 3 4 5

작업
환경
관리

(활동1)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도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을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도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작업변경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도

근로자의 작업변경시 
안전보건교육을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작업
환경
관리

(활동2)

안전보건관리위원회
개최 정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비치 및 활용 정도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 평가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정도

작업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이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평가

국소배기시설 관리 
정도

작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시설의 점검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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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평가 항목 평가

평가 지표명 평가 지표 설명

매
우
낮
음

낮
음

보
통

높
음

매
우
높
음

1 2 3 4 5

작업
환경
관리

(활동3)

작업환경측정 
실시주기 준수 정도

규정된 작업환경측정 주기와 
횟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평가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의 입회 
실적

작업환경측정시에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입회하여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작업공정별 
유해인자 관리 정도 

작업공정 또는 단위작업 별 
유해물질 취급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M
SDS)의 작성 및 
비치 정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 사항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작업
환경
관리

(활동4)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의 사업장 내 
고지 정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는지 평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조치 정도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 현황 파악 
및 관리 정도

작업공정 또는 단위작업 별로 
어떠한 유해물질에 몇 명의 
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기록, 유지 
정도

사업장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산업재해 관련기록(발생원인, 
종류 등) 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다. 활동(Activity) - 작업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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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동(Activity) - 근로자건강관리

분류

평가 항목 평가

평가 지표명 평가 지표 설명

매
우
낮
음

낮
음

보
통

높
음

매
우
높
음

1 2 3 4 5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1)

건강진단준비 실시 
지도 정도

건강검진 실시 전에 
근로자들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는지 평가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2)

검진결과표의 근로자 
개인별 배부 정도

건강검진 결과표를 근로자 
개인에게 배부하여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지 평가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정도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등에 대해 
파악하고, 2차정밀검진 및 
사후관리(건강상담, 작업전환, 
치료 등)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검진결과의 관할 
지방노동관서 적시 
보고 정도

건강검진결과를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기간내에 
제출하는지 평가

검진결과의 법적기간 
보존 정도

건강검진결과 기록을 규정된 
기간까지 보관관리하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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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평가 항목 평가

평가 지표명 평가 지표 설명

매
우
낮
음

낮
음

보
통

높
음

매
우
높
음

1 2 3 4 5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3)

응급 의료체계 
구축 정도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처치 물품을 사업장내에 
구비하고 있는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

보건책자, 
리플릿, 포스터 
게시 정도

근로자들의 건강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 
포스터 등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지 평가

건강증진 관련 
교육 실시 정도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인병,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 작업관련성질병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사업장 
보건일지의 
정기적 작성 정도

사업장의 담당자가 보건일지에 
해당사항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는지 평가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4)

체력측정 실시 
정도

전체 근로자 중 체력측정을 실시한 
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현황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관리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근로자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 정도

전체 근로자 중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정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는지 평가

마. 활동(Activity) - 근로자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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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출(Output) - 작업환경관리

분류

평가 항목 평가

평가 지표명 평가 지표 설명

매
우
낮
음

낮
음

보
통

높
음

매
우
높
음

1 2 3 4 5

작업
환경
관리

(산출)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여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초과함(‘1’번에 표기)
 - 초과하지 않음(‘5’번에 표기)

초
과

초
과
하
지
않
음

작업환경측정결과 
판정 결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
 - 노출기준 초과(‘1’번에 표기)
 - 노출기준 초과가능(‘3’번에 
   표기)
 - 노출기준 미만(‘5’번에 표기)

초

과

초
과
가

능

미

만

작업환경 관리 및 
개선 정도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결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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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기결과(Long-term Outcome) - 작업환경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분류

평가 항목 평가

평가 지표명 평가 지표 설명

매
우
낮
음

낮
음

보
통

높
음

매
우
높
음

1 2 3 4 5

작업
환경
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장기
결과)

근로자 만족도 

동종업종과 비교한 근로자들의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리자의 인지에 
의한 측정)

기업 생산성
동종업종과 비교한 사업장(기업)의 
생산성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리자의 
인지에 의한 측정)

신규모집 
경쟁률

동종업종과 비교한 사업장(기업)의 
신규모집 경쟁률(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리자의 인지에 의한 측정)

기업 이미지
동종업종과 비교한 사업장(기업)의 
이미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리자의 
인지에 의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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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Lifestyle-Related Risk Factors for Diseases and 

Assessment of Health Status at Workplaces using Health 

Indicators

Sun-Kyung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Moon Chae, Ph. 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lifestyle risk factors for 

non-occupational chronic diseases (hypertension, liver diseases, hyperlipidemia, 

diabetes, kidney disease) and occupational diseases (noise induced hearing loss, 

organic compound related disease, metal related disease) by using the physical 

examination data conducted in 2007 by the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The study subjects were 293,144 workers from 11,210 workplaces.  

Data mining techniqu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cision tree analysis, 

association rule) were used to identify risk factors. In addition, perform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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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romotion program and health status of workplaces was evaluated  

based on the health indicato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n aged over 40, meat-based diet, excessive alcohol drinking, current 

smoking, no-exercise had higher risk factors for men and women aged over 

40, a habit of drinking to higher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decision tree 

analysis in general, men aged over 40, meat-based diet, excessive alcohol 

drinking, current smoking habits of the risk factors for disease in men was 

higher in women aged over 50 is generally higher in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Association rule in general, meat-based diet, current smoking habits of 

the risk factors for disease in men was higher in women meat-based diet, 

excessive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is generally higher in risk factors.

In addition, we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each workplace by overall ranking and by industry-specific ranking in order to 

reduce effects of industry differences. The ranking also help to determine the 

health status of each workplace.    

The results may be used to develop workplace health promotion program 

based on lifestyle risk factors and also to find an area of improvement in the 

specific workplace health promotion program.  In the future, a similar study 

should be conducted by using 2008 data to compare the changes in risk 

factors and compare the changes in health status ranking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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