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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적 인자와 물리적

인자인 소음, 분진 등 작업환경 유해인자가 업무상 사고와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수행하였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관할 지역에 소재한 88,276개 사업장 중 2010

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한 1,990개소에서 업무상 사고 발생 비중이 높

고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제조업종에 해당되는 1,790

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 업무상 

사고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비교를 위하여 재해 발생

일을 기준으로 연구에 포함시켰다. 작업환경과 사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 업무상질병과 체육행사, 교통재해, 무리한 동작, 붕괴‧도괴 등 유해인자

에 노출과 거리가 있거나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발생된 재해는 제외하였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해빈도 및 평균 업무상사고 재해율을 고려하여 업무

상 사고 재해율 0.5%미만과 0.5%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유해인자 분포현황은 화학적 인자 노출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의 71.5%(1,279

개소)이고, 이중 유기화합물 노출사업장은 48.3%(864개소)이었다. 물리적 인자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75.4%(1,350개소)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분진노출 사업장은 38.0%(680개소)에 해당되었다.

  업무상 사고는 전체 연구대상 사업장 가운데 18.6%(333개소)에서 발생하였

다.

  업무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작업환

경 유해인자 중 물리적 인자 소음에서 통계적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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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군인 소음노출 80dB미만 사업장 보다 80~89dB의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

장이 2.038배(95% CI=1.147~3.622), 소음노출기준 90dB 초과사업장은 3.722배

(95% CI=1.940~7.142) 각각 업무상사고 발생정도에 따라 높은 비차비로 분석

되었다. 즉 물리적 인자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소음노출수준이 높아

질수록 높은 업무상사고 발생정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환경 유해인자와 업무상 사고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 연

구가 필요하고, 작업환경 유해인자를 업무상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핵심되는 말 : 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업무상사고, 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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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업무상 재해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에 작업자가 연계되어 신체적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산업재해의 원인 중 작업환경은 인적요인을 제외한 

물리, 화학적 환경을 말한다. 이 작업환경은 작업환경측정과 생물학적 모니터

링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하인리히(Heinrich et al. 1959)는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을 일련의 요인들

의 연쇄적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원인으로 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불안전 행동(Unsafe Act)과 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불안전 상

태(Unsafe Condition)를 제시하였다. 또한 330건의 사고가 발생할 때 무상해 사

고, 경상해, 사망 또는 중상해가 각각 300:29:1의 비율로 발생된다고 분석하였으

며, 대부분의 사고(약 88%)가 근로자들의 안전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이며 나머지 

10%정도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2%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 발생된다

고 하였다. 불안전 상태는 온전치 못하여 사고를 유발한, 모든 물리적 요인. 즉 

시설이나 설비 혹은 환경요인을 말한다.

  Lisper & Erikson(1980) 등은 온도, 조명, 작업시간 등의 환경요인이 재해

발생원인 및 과제수행 감소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연구자들은 업무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교대근무(Frank, 

2000), 그리고 소음, 기계조작 등의 물리 환경적요인(Veazie et al, 1994)을 

들었다.

  소음은 작업능률과 연관되어 생산성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산업재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Suter, 1988) 있고, 행동에 대한 영

향, 생리적 영향, 귀찮음, 수면장해 등의 비청력 영향(Smith, 1990)도 있다. 

소음의 생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소음이 호흡, 심박동율, 표피혈류, 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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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의 수축, 피부 온도, 떨림, 위액분비기능, 위장관의 활동, 뇌의 생물전기

적 활동 등의 활동적인 효과가 있다(Rehm, 1983). Verbeek(1987)는 80dB(A)를 

초과하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혈압이 상승한다고 하였고, 

Idzior-Walus(1987)는 소음이 크고 진동이 있을 경우 대조군보다 혈압이 높아

지고 고혈압 환자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소음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을 보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업무상사고

를 경험한 비율은 1.47%로 정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의 1.07%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더욱이 특수건강진단 검진 당해 연도부터 3차년도 까지

의 기간 동안 업무상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유소견자가 7.80%, 정상자가 5.42%

였으며, 4차년도 까지는 유소견자의 업무상사고 경험은 9.52%, 정상자는 

6.79%로 모두 통계적 유의하게 높았다(조윤호 등, 2009). 이 연구에서 작업장

의 소음 노출이 업무상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노출되는 기간에 따라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정신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포함

하는 불안과 긴장, 불만, 무기력, 갈등 등의 정신건강호소점수가 높았다(김현주, 

1991). 분진, 소음, 유기용제부서 근로자의 스트레스 증상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소음부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지수(PSI)점수와 4가지 하위영역 중 분노, 우

울, 인지장애 증상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차봉석, 1988).

  제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인지도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는데 특히 

습도 및 소음, 작업장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가 높았다. 반면에 온도, 분진 및 환기, 유해화학물질노출과 청결 등의 문제

점을 인식할 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수준이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오영아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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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 발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에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

성이 2.23배(95% CI=1.61~3.08) 높았고, 조직체계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1.63배(95% CI=1.19~2.23), 보상부적절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1.42배(95% CI=1.03~1.95), 직장문화의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1.55배

(95% CI=1.13~2.13) 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 비차비를 나타냈다(정달영 등, 

2009).

  한편 Mergler 등에 의하면 청황색범위의 색각이상은 유기용제에 저농도 노

출시 발생하는 것으로 대다수가 외부망막층 손상 등의 원인에 의해 초래되며, 

노출농도가 높고 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부망막층과 시신경로가 악화되어 

적록․청황 색각이상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Mergler D 등, 1991). 노말헥산, 

이황화탄소, 스티렌 및 복합유기화합물 등에 고농도 노출이 저농도 노출보다 

색각이상의 정도가 높았다(Campagna D, 1995, Zavalic M, 1998). 

  톨루엔 노출 근로자에게서 단순반응시간의 저하와 Benton 시각검사결과의 

저하를 보였고(강성규 등, 1993), 혼합유기용제 노출 도장공들을 대상으로 한 

신경행동검사결과 단순반응시간, 부호숫자 짝짓기, 숫자외우기 항목에서 유의

하게 저하된 소견을 보였다(사공준 등, 1997). 또한 허용기준 내외의 비교적 

높은 농도의 톨루엔에 노출되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

기용제 노출로 인한 신경행동학적 수행능력의 저하를 발견(정수영 등, 2004)

하였다. 이 결과는 톨루엔을 포함한 혼합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민첩성, 협동

운동성, 순간기억력의 저하 가능성을 시사함을 볼 수 있다.

  유기용제는 생체 내에서 산화, 환원, 가수분해 등의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조혈기관, 간장, 신장, 중추신경 및 자율신경계에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으로 

기능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Nomiyama H 등, 1978, Zenz C, 1975). 특히 복합

유기용제는 서로 상가작용, 상승작용, 길항작용,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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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유기용제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Takeuch Y, 1981).

  또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산화철분진, 용광흄 및 중금속, 

코아분진, 금속가공유, 주물사분진, 혼합유기용제 노출의 6개 category로 나

누어 각각에 노출된 군에서 심박변이를 비교하였는데 산화철분진과 용광흄에 

노출된 군에서 노출되지 않은 군에 비해 HRV의 ratio와 log(Lf)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함장성, 2006).

  이와 같이 작업장의 습도,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의 노출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영향은 높

게 나타나고 있어 작업자의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위험을 증대시켜 업무

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적 인

자와 물리적인자인 소음, 분진 등 작업환경 유해인자가 업무상 사고와의 관련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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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관할 지역에 소재한 88,276개 사업장 중 2010

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한 1,990개소에서 업무상 사고 발생 비중이 높

고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제조업종에 해당되는 1,790

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11의4에 의거 분류된 작업환경

측정 대상인자를 기준으로 한 2010년도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업장별 상, 하반기에 각각 측정하였거나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해서 2개 

이상 측정치가 있을 경우, 측정인자별 가장 높게 노출 평가된 측정치를 이용

하였다. 화학적 인자 및 유기화합물, 분진은 각 유해인자별 선정된 최고노출 

측정치를 측정인자별 해당 노출기준의 백분율(%)로 환산하였고, 소음에 대해

서는 노출평가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화학적 인자와 분진의 범주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도 등급

과 미국노동성 산하의 작업안전위생국(OSHA)의 Action Level을 참조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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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였다. 즉,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분류

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기준의 10%미만(4등급), 유해화학물질 노출기준의 

10%이상~ 50%미만(3등급), 유해화학물질 노출기준의 50이상~100%이하(2등급), 

유해화학물질 노출기준 초과(1등급)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구대상 사업장 중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수가 적어 미국 OSHA에서 정한 Action Level을 

기준으로 하여 1, 2등급과 3, 4등급을 합쳐 적용하였다. 소음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를 기준으로 80dB미만, 80~89dB, 90dB이상으

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나. 연구대상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 업무상사고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산업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연구에 포함시켰다. 2010년 업무상 사고재해로 

승인된 재해 중 발생일이 2010년이 아닌 재해는 제외시켰으며, 2012년 3월 현

재 업무상 사고재해로 승인 받은 2010년도에 발생된 재해를 포함하였다. 

  사업장당 재해는 중복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유무와 업무상사고 재해율

로 적용하였으며, 작업환경과 사고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업무상질병과 체

육행사, 교통재해, 무리한 동작, 붕괴‧도괴 등 유해인자에 노출과 거리가 있

거나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발생된 재해는 제외하였다. 

  연구대상 업무상사고 발생은 전체 1,790개소 50,032명의 근로자 중 333개소

(중첩발생 포함)에서 422명이 발생하여 업무상 사고 평균재해율은 0.84%로 근

로자 100명당 0.84명이 업무상사고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해빈도 및 평균 업무상사고 재해율을 고려하

여 업무상 사고 재해율을 적용하여 0.5%미만과 0.5%이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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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장 특성 

  사업장 특성별 현황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규모별, 근

로형태를 적용하였으며, 규모는 1~29인 이하, 30~49인 이하, 50~299인 이하,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근로형태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명시된 근

로형태를 적용하여 교대작업 유, 무에 따라 일근작업과 교대작업으로 구분하

였다.

3. 통계 분석

  2010년도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한 작업장 유해인자 및 사업장 특성

에 따른 업무상 사고(재해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

시하였다. 작업장의 유해인자 및 사업장 특성과 업무상 사고(재해율)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작업장의 유해인자 및 사업장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업무상 사고율이 높고 낮음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통계처리는 SAS 9.2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실시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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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type of occupational accidents

Type of
accidents

Number of companies Object

Manufac-
turing

(injuries)

Non-Manu-
facturing
(injuries)

Total
(injuries)

Manufac-
turing

(injuries)
%

Total 422(473) 43(62) 465(535) 377(422)* 100

Stricture 167(193) 8(8) 175(201) 167(193) 44.3

Falling Over 58(67) 8(8) 66(75) 58(67) 15.4

Impact 51(55) 7(7) 58(62) 51(55) 13.5

Falling 40(42) 21(26) 61(66) 40(42) 10.6

Severance, Cut 29(32) 2(2) 31(34) 29(32) 7.7

Objects
Falling/Flying

26(27) 4(4) 30(31) 26(27) 6.9

Electric shock 3(3) 0 3(3) 3(3) 0.8

chemicals leak 3(3) 0 3(3) 3(3) 0.8

Collapse and
Destruction

2(2) 1(1) 3(3)

Forced Motions 10(10) 1(1) 11(11)

Abnormal tempe-
rature and air
pressure

11(11) 0 11(11)

Fire and Explosion 1(2) 1(1) 2(3)

sports events 11(15) 2(3) 13(18)

Traffic accident 6(6) 1(1) 7(7)

Others 4(5) 0 4(5)

 * The number of subjects(n=330), Partially replicated data 

 Source :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data and occupational     

 accidents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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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최종 연구대상 사업장 수는 총 1,790 개소이며,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가 

1,338개소 74.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30~49인이 240개소 13.4%, 

50~299인이 203개소 11.3%, 300인이상 사업장은 9개소 0.5%순이었다. 근무형태

는 교대작업을 하지 않는 일근작업 사업장이 1,591개소로 88.9%를 차지하였다

(Table 2).

  연구대상 유해인자 분포현황은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전체사업장 

71.5%에 해당하는 1,279개소이며 이중 유기화합물 노출사업장 864개소이었고, 

물리적 인자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75.4%의 1,350개소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분진노출 사업장은 680개소 전체 대비 38.0%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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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The number of

companies

(Total n=1,790)

%

Scale of business

1~29

30~49

50~299

≧300

1,338

240

203

9

74.8

13.4

11.3

0.5

Work pattern

Daytime work

Shift work

1,591

199

88.9

11.1

Exposure factor

Chemical factor

Organic compound

Physical factor(Noise)

Dust

1,279

864

1,350

680

71.5

48.3

75.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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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의 업무상사고 특성

  업무상 사고는 전체 연구대상 사업장 가운데 18.6%(333개소)에서 발생하였

다. 이 가운데 1~29인에서 59.2%(197개소)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50~299인

에서 21.62%(72개소), 30~49인 17.72%, 300인이상 1.50%의 순으로 발생하였

다. 

  전체 업무상 사고 중 13.8%(46개소)는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유

해인자별 발생 상황은 화학적 인자 노출사업장에서 68.8% 발생하였고, 이중 

유기화합물 노출사업장에서는 43.8%가 발생하였다. 소음 노출사업장은 84.1%, 

분진 노출사업장에서는 34.8%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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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Classification N(n=330) %

Scale of business

1~29

30~49

50~299

≧300

197

59

72

5

59.2

17.7

21.6

1.5

Work pattern

Daytime work

Shift work

287

46

86.2

13.8

Exposure factors

Chemical factor

Organic compound

Physical factor(Noise)

Dust

229

146

280

116

68.8

43.8

84.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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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상사고

  연구대상 전체사업장(1,790개소) 중 1,338개소를 차지하는 1~29인에서는

14.7%(197개소), 30~49인은 240개소 중 24.6%(59개소)에서 각각 업무상 사고

가 발생하였고, 사고발생 사업장과 동일한 분포로 업무상사고 재해율 0.5%이

상에 해당되었다. 50~299인 203개소 중 35.5%(72개소)에서 업무상사고가 발생

하여 재해율 0.5%이상 사업장은 35.0%(71개소)이며, 300인이상 사업장(9개소) 

중 55.6%(5개소)에서 업무상사고가 발생, 업무상사고 재해율 0.5%이상은 

22.2%(2개소)이었다. 

  교대근무 사업장 199개소 중 업무상사고 발생은 23.1%(46개소)를 차지하고 

재해율 0.5%이상은 22.6%(45개소)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교대근무가 없

는 1,591개소 중 업무상사고발생 사업장은 18.0%(287개소), 0.5%이상 재해율

은 17.9%(284개소)의 분포를 보였다(table 4).

  연구대상 규모에 따른 업무상사고 재해율을 살펴보면 50~299인 35.0%(71개

소), 30~49인 24.6%(59개소), 300인이상 22.2%(2개소), 1~29인에서 14.7%(197

개소)순으로 업무상사고 재해율이 높았으며, 규모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근무형태 측면에서 보면 비교대근무사업장의 

17,9%(284개소) 보다 교대근무에서 22.6%(45개소)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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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ccupational accidents(rate)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Occupational accidents

Occupational accidents 

rate Total(%)

Yes(%) No(%) <0.5(%) ≧0.5(%)

Scale of

business

1~29

30~49

50~299

≧300

197(14.7)

59(24.6)

72(35.5)

5(55.6)

1,141(85.3)

181(75.4)

131(64.5)

4(44.4)

1,141(85.3)

181(75.4)

132(65.0)

7(77.8)

197(14.7)

59(24.6)

71(35.0)

2(22.2)

1,338(100)

240(100)

203(100)

9(100)

Work pattern

Daytime

work

Shift work

287(18.0)

46(23.1)

1,304(82.0)

153(76.9)

1,307(82.1)

154(77.4)

284(17.9)

45(22.6)

1,591(100)

199(100)

 * Accident rate(%) : case per 100 employees



- 15 -

4. 연구대상의 노출 유해인자와 업무상사고

  연구대상 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노출사업장은 1,279

개소이고, 이 중 1,018개소가 노출기준 50%미만에 해당되며, 17.2%(175개소)

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0.5%이상 재해율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17.1%(174개소)의 분포를 보였다. Action Level에 해당되는 노출기준의 50%이

상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261개소로 이중 20.7%(54개소)가 업무상사고가 발생, 

0.5%이상의 재해율 사업장은 다소 적은 19.92%(52개소)이였다. 

  화학적인자 중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사업장은 864개소로 노출기준 50%미만 

사업장은 644개소이다. 이중 업무상사고 발생은 15.4%(99개소)이고, 재해율 

0.5%인 사업장도 비슷한 분포의 15.2%(98개소)%이며, 노출기준 50%이상은 220

개소로 이중 21.36%(47개소)에서 업무상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율 0.5%이상은 

20.5%(45개소)이다. 이는 화학적 인자 노출사업장 중 업무상사고가 대부분 유

기화합물 노출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리적 인자의 소음 노출사업장은 1,350개소로 128개소가 80dB미만 소음에 

노출되고 있으며, 소음 80~89dB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1,069개소 중 업무상사

고 발생사업장이 20.3%(217개소), 0.5%이상 재해율은 20.0%(214개소)의 분포

를 보였고, 노출기준 90dB 초과사업장 153개소 중 업무상 사고발생 및 0.5%이

상 재해율에 각각 31.4%(48개소)의 분포를 보였다. 

  분진노출 사업장 680개소 중 노출기준 50%미만 사업장은 556개소이며 이중 

업무상사고가 18.2%(101개소)에서 발생하였고, 노출기준 50%이상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124개소이며 이중 12.1%(15개소)에서 업무상사고가 발생하여 모두 

재해율 0.5%이상인 사업장이었다(Table 5).

  각 노출 유해인자별 업무상사고 재해율의 정도에 따라 비교했을 때 화학적 

인자 및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 50%이상에서 업무상사고 재해율 0.5%미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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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5%이상에서 각각 19.9%(52개소), 20.5%(45개소)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유기화합물의 경우 90% 신뢰구간(p<1.0)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물리적 인자의 소음은 소음 노출기준 90dB초과 사업장은 31.4%(48개소), 

80~89dB 노출사업장이 20.0%(214개소), 소음 80dB미만 사업장이 10.9%(14개

소)보다 업무상 사고 재해율 0.5%이상에서 의미 있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00). 분진의 노출수준 50%이상에서 12.1%(15개소)보다 50%미만

이 17.8%(99개소)로 업무상사고 재해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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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ccupational accidents(rate) by the Exposure factors

Classification
Occupational accidents

Occupational 

accidents rate
Total(%)

Yes(%) No(%) <0.5(%) ≧0.5(%)

Chemical factor

<49%

≧50%

175(17.2)

54(20.7)

843(82.8)

207(79.3)

844(82.9)

209(80.1)

174(17.1)

52(19.9)

1,018(100)

261(100)

Organic
compound

<49%

≧50%

99(15.4)

47(21.4)

545(84.6)

173(78.6)

546(84.8)

175(79.5)

98(15.2)

45(20.5)

644(100)

220(100)

Physical factor
(Noise)

<80dB

80~89dB

≧90dB

15(11.7)

217(20.3)

48(31.4)

113(88.3)

852(79.7)

105(68.6)

114(89.1)

855(80.0)

105(68.6)

14(10.9)

214(20.0)

48(31.4)

128(100)

1,069(100)

153(100)

Dust

<49%

≧50%

101(18.2)

15(12.1)

455(81.8)

109(87.9)

457(82.2)

109(87.9)

99(17.8)

15(12.1)

556(100)

124(100)

 * Accident rate(%) : case per 100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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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ccupational accidents rate by the Exposure factors

N(%)

Occupational accidents 

rate P value*

<0.5(%) ≧0.5(%)

Scale of business

1~29

30~49

50~299

≧300

1,338(74.8)

240(13.4)

203(11.3)

9(0.5)

1,141(85.3)

181(75.4)

132(65.0)

7(77.8)

197(14.7)

59(24.6)

71(35.0)

2(22.2)

0.000

Work pattern

Daytime work

Shift work

1,591(88.9)

199(11.1)

1,307(82.1)

154(77.4)

284(17.9)

45(22.6)

0.102

Chemical factor

<49%

≧50%

1,018(79.6)

261(20.4)

844(82.9)

209(80.1)

174(17.1)

52(19.9)

0.284

Organic compound

<49%

≧50%

644(74.5)

220(25.5)

546(84.8)

175(79.5)

98(15.2)

45(20.5)

0.071

Physical factor(Noise)

<80dB

80~89dB

≧90dB

128(9.5)

1,069(79.2)

153(11.3)

114(89.1)

855(80.0)

105(68.6)

14(10.9)

214(20.0)

48(31.4)

0.000

Dust

<49%

≧50%

556(81.8)

124(18.2)

457(82.2)

109(87.9)

99(17.8)

15(12.1)

0.123

   † Accident rate(%) : case per 100 employees

   *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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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출 유해인자 및 사업장특성과 업무상사고 발생정도와의 관련성

  업무상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장의 특성요인으로 규모와 

근무형태를 작업환경요인으로는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물리적인자의 소

음, 분진을 독립변수로 하고, 업무상 재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장특성 요인의 교대근무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발생정도의 비차비는 일근

작업 보다 교대근무가 1.345배(95% CI=0.942~1.920)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able 7). 

  물리적 인자 소음은 대조군인 소음노출 80dB미만 사업장 보다 80~89dB의 소

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이 2.038배(95% CI=1.147~3.622), 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사업장은 3.722배(95% CI=1.940~7.142) 각각 업무상사고 발생정도에 따라 

높은 비차비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소음 노출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업

무상사고 발생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업환경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의 업무상 사고발생정도의 비차비는 노출

기준 50%미만에서 보다 50%이상 노출에서 1.207배(95% CI=0.855~1.704), 유기

화합물은 1.433배(95% CI=0.968~2.120) 각각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분진 노출에 따른 업무상사고 발생정도의 비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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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ccupational accidents rate by the Exposure factors : odds

ratios(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CIs)

OR (95% CI)

Scale of business*

1~29

30~49

50~299

≧300

1

1.888(1.357~2.627)

3.115(2.249~4.315)

1.655(0.341~8.024)

Work pattern

Daytime work

Shift work

1

1.345(0.942~1.920)

Chemical factor

<49%

≧50%

1

1.207(0.855~1.704)

Organic compound⁑
<49%

≧50%

1

1.433(0.968~2.120)

Physical factor(Noise)*

<80dB

80~89dB

≧90dB

1

2.038(1.147~3.622)

3.722(1.940~7.142)

Dust

<49%

≧50%

1

0.635(0.355~1.137)

  * : P<0.05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 P<0.10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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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내 업무상사고 재해발생사업장의 작업환경 유

해인자 및 사업장요인에 따른 업무상 사고발생율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

다.

  2010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100명당 재해율은 0.69이었고, 조사

대상인 경기북부지역의 근로자 100명당 재해율은 0.86으로 전국 대비 1.55% 

높다(고용노동부. 2010).

  작업환경 유해인자 중 물리적 인자 소음은 대조군인 소음노출 80dB미만 사

업장 보다 80~89dB의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이 2.038배(95% 

CI=1.147~3.622), 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사업장은 3.722배(95% 

CI=1.940~7.142) 업무상사고 발생정도에 따라 높은 비차비로 통계적 유의하였

다. 소음 노출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업무상사고 발생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조윤호 등(2009)의 특수검진결과 유소견을 보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업무상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1.47%로 정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의 1.0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특수건강진단 검진 당해 연도부터 3차년도 까지

의 기간 동안 업무상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유소견자 소견을 보인 근로자가 

7.80%, 정상소견을 보인 근로자가 5.42%였으며, 4차년도 까지 기간 동안 유소

견자의 업무상사고 경험은 9.52%, 정상소견 근로자는 6.79%로 모두 통계적 유

의하게 높은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와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

과율의 관련성 연구에서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중 유소견자 발생비율은 4.8%로

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소견자의 발생비율이 노출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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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비율 2.5%보다 높은 연구결과(이인섭. 2005)와 비슷한 결과로 판단

한다. 본 연구에서 노출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업무상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노

출소음원의 크기에 영향 있음과 노출초과사업장의 유소견자 발생비율이 높다

는 결과에 광범위한 개념으로 지지되나 폭로되는 기간에 따라 지속됨에 지지

하기는 다소 제한이 있다.

  소음과 업무상 사고의 관련성은 Fox(1983), Veazie et al,(1994) 등의 연구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90% 신뢰구간에서는 유기화합물과 업무상사고의 관련성이 있

었다. 이는 복합유기화합물 노출에 의한 색각이상((Campagna D, 1995, 

Zavalic M, 1998), 단순반응시간 지연(강성규 등, 1993), 신경행동검사결과 

반응저하(사공준 등, 1997), 신경행동학적 수행능력의 저하(정수영 등, 2004)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기화합물에 대한 노출과 

업무상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소음노출초과 사업장에서 업무상사고 재해율과 비차비가 

높은 것은 고소음 발생사업장의 청력소음에 의한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산

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는 소음에 대해 목표한 차음효과 및 청력보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8시

간 가중평균 85dB(A)이상의 소음수준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항상 일관되게 청

력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구의 철저한 착용관

리가 필요하며, 청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주변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신호를 인지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 양적 부족



- 23 -

한 정보에 맞춰 재해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측정치가 

기준치 이하의 농도였으며, 일부는 측정가능범위 이하였음을 고려할 때, 실제

로 각각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그룹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자율신경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까지 노출이 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작업환경측정치는 그 환경에 속한 일부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같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서가 다른 작업장의 근로자들과 그 환경을 공유

할 수 없고 작업공정에 따라 측정항목의 구성요소도 다름에도 비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작업환경측정 공정과 업무상사고 발생현장이 미확인되어 정밀하게 분

석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좀 더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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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연구결과 총 1,790개소의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이 갖는 사업장 특성요인의 

규모 및 근무형태와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업무상사고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작업환경 유해인자 중 소음은 소음노출 80dB미만 사업장 보다 

80~89dB의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는 2.038배(95% 

CI=1.147~3.622), 90dB 초과사업장은 3.722배(95% CI=1.940~7.142) 업무상 사

고 발생정도에 따라 높은 비차비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소음노출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업무상사고 발생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유기화합물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업무상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유기화합물질의 신경계자극 또는 이독성 영향 등으로 직업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업무상 사고의 연계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확인함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인리히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경미한 사고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이후

에 보다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업자의 업무능

력을 저하시키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작업환경 유해인자의 철저한 관리는 업무

상사고 예방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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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xposure Factors on the 
Occurrence of Work-related Accidents

  

Jeong Suk Ho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Uk Won, MD, DrPH)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accidents and 

work environment exposure factors, such as chemical factors and physical factors 

including noise and dust that can potentially result in unsafe acts.

  Of the 88,276 businesses located i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orthern 

Gyeonggi area branch of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1,990 

sites reported the results of their 2010 work environment measurements. From 

those, 1,790 places classified as manufacturing type businesses which had a high 

ratio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contained many environment measurement 

exposure factor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mong the occupational accidents that occurred at subject business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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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diseas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and accidents were 

referenced according to the date of their occurrence in order to compare them 

with the results of work environment measuremen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environment and accidents, accidents occurring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sports events, forced motions, collapse and destruction of 

property, traffic accidents or other accidents occurring at locations away from the 

business sites or exposure factors were all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e size of the business sites was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frequency of 

accidents and average occupational accident rates, and occupation accidents rates 

were divided into below 0.5% and over 0.5%. 

  The distribution of exposure factors showed that 71.5%(1,279) of all business 

sites were exposed to chemical factors, and of these sites, 48.3%(864) were 

exposed to organic compounds. Regarding exposure to physical factors, 75.4% 

(1,350) of all sites were exposed to noise, which was the highest level of 

distribution, and 38.0%(680) were exposed to dust.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in 18.6%(333) of all the subject business sites.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factors that influence occupational 

accidents showed that, among the work environment exposure factors, the physical 

factor of noi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ts influenc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business sites with a noise exposure level below 

80dB, sites that had a noise exposure level of 80~89dB had 2.038 times(95% 

CI=1.147~3.622) more occupation accidents and sites with over 90dB noise 

exposure level had 3.722 times(95% CI=1.940~7.142) more occupation accidents, 

thus showing higher odds ratios. In other words, in work environments with 

exposure to the physical factor of noise, higher levels of noise exposure co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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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creased occurrences of occupational accidents. 

  This paper shows the need for further in-depth research on correlating 

occupational accidents and work environment exposure factors, and it is expected 

that their analyses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Key Words: work environment,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exposure factor, 

occupational accident, accident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