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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직무스트 스가 업무상 손상  아차사고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2006년 9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소규모 사업장  제조업  서비스

업으로 분류되는 40개 사업장, 3,704명을 상으로 직무스트 스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 고, 2007년 3월부터 설문조사 이후 4개월 동안의 업

무상 손상  아차사고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악하 다.

  최근 4개월간의 업무상 손상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 고 개인  

특성, 근무 특성, 직무스트 스 하  역을 독립변수로 하여 chi-square 

test를 통한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chi-square test에서 업무상 손상 

경험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성을 보인 일반  특성들과 작업 련 특성

들을 독립변수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보정된 교차비

(adjusted odds ratio)를 계산하 다. 한, 최근 4개월간의 아차사고 경험

에 해서도 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1차  추  설문조사에 공통으로 응답한 자는 총 1,241명 이었으며, 

최근 4개월 동안 업무상 손상을 한번 이상 경험한 근로자는 199(16%)명이

었고, 최근 4개월 동안 아차사고를 한번 이상 경험한 근로자는 322(26%)

명이었다. 

  연령은 20~30 , 이혼이나 사별한 근로자(22.7%)가 그 지 않은 군(미

혼 19.6%, 기혼 13.7%)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으며, 일상생활 

스트 스가 높은 군(23.5%)이 그 지 않은 군(낮은 군 14.0%, 간 군 

15.5%)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다. 생산직(17.9%)이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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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군

(20.1%)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률을 보 으며, 비정규직

(20.2%)이 정규직(13.6%)보다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다. 

  직무스트 스에 따른 업무상 손상과의 련성을 악하기 해 성별, 

연령, 결혼상태, 일상생활 스트 스, 직종, 근무경력, 고용형태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OR=2.23, 95%C.I.=1.61- 

3.08), 조직이 상 으로 체계 이지 않은 군(OR=1.63, 95%C.I.=1.19-2.23) 

, 보상체계가 상 으로 부 한 군(OR=1.42, 95%C.I.=1.03-1.95), 직장문

화가 상 으로 스트 스요인인 군(OR=1.55, 95%C.I.=1.13-2.13)이 그 지 

않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스트 스와 아차사고 경험과의 련성을 보기 한 단변량 분석에

서는 직무자율성, 보상부  역에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 교육수 , 일상생활 스트 스, 직종, 고용형태를 보정한 다변

량 분석에서는 직무스트 스와 아차사고 경험률과의 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 으로, 직무스트 스가 업무상 손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

되었으며 특히, 직무요구도, 조직체계, 보상부 , 직장문화 역에서 상

으로 높은 직무스트 스를 느끼는 근로자가 업무상 손상 경험의 험

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되는 말 : 직무스트 스, 업무상 손상, 아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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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2006년도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 산업재해자는 전년 대비 5.27% 증가한 총 89,910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산재보상 지급액은 3조 1637억원(전년 대비 4.56% 증가),근로
손실일수는 7,116만일로서 산재로 인한 비용과 노동력 손실이 매우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노동부,2007).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상 손상과
질병의 상당부분이 산재보상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손상과 질병자수는 산업재해현황 분석 자료보다 2~3
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Wonetal,2007).이러한 산재 발생은 개
인뿐만 아니라 기업,나아가 국가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산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도미노 이론은 하인리히가 처음 주장한 이론

으로 사고는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이 도미노와 같이 연쇄적으로,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최초 사건의 발생
이 다음 사건을 유발하며,이러한 연쇄 반응이 결국 사고와 손상으로 이
어진다는 것이다.또한 이 연쇄반응에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사건들 가
운데 예방이나 교정 가능한 하나의 사건 또는 인자를 제거 할 수 있다면
그 연쇄반응이 단절될 것이고 그럼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이론이
다.여기서 하인리히는 모든 사고의 88%가 인간의 불안전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고,10%는 불안전한 조건에 의해서,그리고 2%는 불가항력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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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해 발생함을 보고함에 따라 인간의 불안전한 행위가 사고 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차봉석,2007).
최근 10년간 산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연구경향을 보면,불완전한 물리

적 업무환경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조직․
환경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행동상의 산재 발생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Iversion& Erwin,1997;Oliver
etal,2002).
Hoffmann등(1996)의 연구에서는 근무 중 손상과 사고가 직무스트레스

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Holcom 등(1993)은 직무 불만족이 작업관련
사고 및 손상을 증가 시킨다고 보고하였다.Li등(2001)의 석유화학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불만족이 작업 중 비치명적
손상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Siu등(2004)의 홍콩 건축 근로자에서
안전 행태에 있어서 정신 심리적 긴장이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입증 하
였다.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단면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직
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제한점을 갖고 있
으며,또한 국내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
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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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형 직무스트
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와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전향적
추적 조사를 통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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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본 연구는 전향적인 추적관찰 연구로 직무스트레스 조사 시행 후 4개
월의 관찰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을 조사하였다
(Figure1).

Figure1.Hypothesized associationsbetween job stressand
occupationalinjury



- 5 -

222...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업무상 손상(Occupationalinjury)
업무상 손상이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로 나
타나는 골절,열상,자상,창상,화상,절단,중독 및 내부 장기 손상
등 신체적 부상을 의미한다.

2)아차사고(Nearmiss)
아차사고란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인체 손상도 없고,재물의 소실이
나 손상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3)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OccupationalStressScale:
KOSS-SF)하부 영역

① 직무요구도(Jobdemand)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업무량 증가,업무
중 중단,책임감,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 직무자율성 결여(Insufficientjobcontrol)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업무예측가능성,직무수
행 권한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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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갈등(Interpersonalconflict)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의 지지,상사의 지지,전반적 지지 등
이 여기에 속한다.

④ 직무불안정(Jobinsecurity)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고용불
안정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⑤ 조직체계(Organizationalsystem)
조직의 정량 및 운영체계,조직의 자원,조직 내 갈등,합리적 의사
소통 등을 의미한다.

⑥ 보상부적절(Lackofreward)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가를 의미하며,
존중,내적 동기,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⑦ 직장문화(Occupationalclimate)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례,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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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건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40개 사업장 근로자 전체 3,7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2006년 9월 1일부터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약 2개월간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716부를 회수하였다(응답
율:73.3%).2007년 3월 1일부터 추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차 조사 이후
4개월 동안의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을 파악하였다.40개 사업장
에서 1차 및 추적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근로자 1,288명 중 설문내용이
부실한 47명을 제외한 1,241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Figure2).

Figure2.Sampling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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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설설설문문문내내내용용용

1차 설문내용은 개인적 특성,근무 특성,직무스트레스로 구성되었고,
추적 설문내용은 최근 4개월 동안의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과 관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11)))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근근근무무무 특특특성성성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결혼여부,학력,규칙적인 운동
이나 취미활동 여부,음주습관,흡연습관,운동습관,일상생활 스트레스 수
준 등을 파악하였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은 평상시 직무 외 일상생활(가정생활 등)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조금 느끼는 편이다’,‘많
이 느끼는 편이다’와 같이 Likert3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근무
특성으로는 직종명(생산직/사무직),부서명,근속기간,주당 평균 근무시
간,근무 형태(일근/교대),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업무내용 등을 파
악하였다.

222)))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본 조사에서는 장세진 등(2004)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는 한국의 30,146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표준화된 측정도구
로서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한국
적 상황,한국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 9 -

개발된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기본형 43문항 중 현장진단형으로 재구성
된 24문항의 단축형(KOSS-SF)을 사용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은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이 주어진다’등의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직무요구도,직무자율
성결여,관계갈등,직무불안정,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장 문화 등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장세진 등(2004)이 제안한

점수 산정방식을 이용하여 각 영역별 환산 점수를 구하고 성별에 따른 중
앙값을 기준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이분하였으며 낮
은 군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의 영역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alpha값은 직무자율성결여 영역이
0.763으로 가장 높았고,직무요구도 영역이 0.595로 가장 낮았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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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fItems Cronbach'salpha
Jobdemand 4 0.595
Insufficientjobcontrol 4 0.763
Interpersonalconflict 3 0.738
Jobinsecurity 2 0.646
Organizationalsystem 4 0.759
Lackofreward 3 0.746
Occupationalclimate 4 0.702
*KOSS:KoreanOccupationalStressScale

Table1.Cronbach'salphaof7sub-scalesofKOSS*shortversion

333)))업업업무무무상상상 손손손상상상 및및및 아아아차차차사사사고고고 경경경험험험
업무상 손상 경험은 지난 4개월 동안 (추적 설문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전)업무 시간 중 손상을 입은 적(경미한 부상도 포함)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으며,손상을 입은 적이 있다면 경험 횟수,이로 인한 치료여부
및 방법(자가치료,외래치료,입원치료 등)등을 추가로 파악하였다.
아차사고 경험은 지난 4개월 동안 (추적 설문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전)

업무 시간 중 아차사고(다칠 뻔한 사고 혹은 실수)를 경험했는지 여부,경
험했다면 경험 횟수 등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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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최근 4개월간 업무상 손상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개인적 특
성(성별,나이,결혼여부,흡연습관,음주습관,운동습관,일상생활 스트레
스 수준 등),근무 특성(직종,근속기간,근무형태,고용형태,주당 근무시
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chi-squaretest를 통한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
다.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각 영역별 환산 점수의 성별에 따른 중앙값
을 기준으로 이분하여 낮은 집단을 대조군으로 함)을 독립변수로,업무상
손상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해 교차비
(oddsratio,OR)를 계산하였고,chi-squaretest에서 업무상 손상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일반적 특성들과 작업관련 특성들을 독
립변수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보정된 교차비(adjusted
oddsratio)를 계산하였다.또한,최근 4개월간의 아차사고 경험에 대해서
도 전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PSS12.0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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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성별특성을 보면 남성이 62.4%(774명),여성이 37.6%(467명)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31.6%(392명)로 가장 많았고,그 뒤로 30대 27.3%,20대
26.7%,50세 이상 14.4% 순이었다.결혼한 사람이 62.4%(774명)였으며 미
혼인 사람은 34.1%(423명)였다.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자가 54.3%(669명)
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상인 자가 31.5%(388명)였다.직종은 생산
직이75.3%(774명),사무직이 24.7%(467명)이었으며,근무기간이 1~4년 미
만의 근무자가 38.5%(4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5~9년 미만이 25.2%,10
년 이상이 18.5%,1년 미만이 17.8% 순이었다.근무형태가 비교대 작업인
자가 63.7%(786명)로 교대작업자 36.3%(448명)보다 많았으며,고용형태가
정규직62.9%(781명)이 비정규직37.1%(460명)보다 많았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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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Gender
Male 774 62.4
Female 467 37.6

Age
<30 331 26.7
30-39 338 27.3
40-49 392 31.6
≥50 179 14.4

Maritalstatus
Unmarried 423 34.1
Married 774 62.4
Divorced/Separated 44 3.5

Educationallevel
Middleschool 175 14.2
Highschool 669 54.3
≥College 388 31.5
Jobtype
Bluecollar 934 75.3
Whitecollar 307 24.7

Jobtenure(yr)
<1 209 17.8
1-4 453 38.5
5-9 297 25.2
≥10 218 18.5

Shiftwork
No 786 63.7
Yes 448 36.3

Employmenttype
Regular 781 62.9
Irregular 460 37.1

Table2.Generalandworkrelated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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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업업업무무무상상상 손손손상상상 및및및 아아아차차차사사사고고고 경경경험험험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최종 연구대상인 1,241명 중 최근 4개월 동안 업무상 손상을 한 번 이
상 경험한 근로자는 199명으로 16.0%였으며,업무상 손상 경험자 중에서
손상 경험횟수를 보면 1회가 50.3%로 가장 많았으며 2회가 23.3%,3-4회
가 14.0%,5회 이상 경험한 자가 12.4%였다.
업무상 손상에 대한 치료 방법을 파악한 결과 병원방문 없이 자가 치료
나 의무실을 이용한 군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외래치료를 받은 군이
31.1%,입원치료를 받은 군이 3명(2%)이었으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군이 26.5%였다.
아차사고에서는 작업 중 한 번 이상의 아차사고를 경험한 근로자는

322명으로 25.9%였으며,아차사고 경험자 중에서 1회 경험을 한 근로자가
45.8%로 업무상 손상 경험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2회가 29.0%,3-4회
가 18.7%,5회 이상 경험한 자가 6.5%였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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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Occupationalinjuryexperience

No 1042 84.0
Yes 199 16.0

Occupationalinjuryfrequency
1 97 50.3
2 45 23.3
3-4 27 14.0
≥5 24 12.4
subtotal 193 100.0

Treatmenttype
Selfcare 79 40.3
Ambulatorycare 61 31.1
Admission 4 2.0
Notreatment 52 26.5
subtotal 196 100.0

Nearmiss
No 919 74.1
Yes 322 25.9

Nearmissfrequency
1 147 45.8
2 93 29.0
3-4 60 18.7
≥5 21 6.5
subtotal 321 100.0

Table 3.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injury & near misses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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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업업업무무무상상상 손손손상상상 및및및 아아아차차차사사사고고고
경경경험험험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업업업무무무상상상 손손손상상상 경경경험험험
연령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률을 살펴보았을 때 30대,20대가 각각

18.9%,18.4%로 가장 많았고,40대가 15.3%,50대 이상이 7.8% 순이었다
(p=0.005).결혼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이혼/사별한 군에서 22.7%로
19.6%인 미혼군과 기혼군의 13.7%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유의하
게 높았다(p=0.013).
일상생활(가정생활 등)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업무상 손

상 경험률이 23.5%로 낮은 군의 14.0%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p=0.034).
그 외 성별,교육수준,음주습관,흡연,운동 여부에 따른 손상 경험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4).



- 17 -

Total* Occupationalinjuries p-value**n %
Gender 0.208
Male 774 132 17.1
Female 467 67 14.3

Age 0.005
<30 331 61 18.4
30-39 338 64 18.9
40-49 392 60 15.3
≥50 179 14 7.8

Maritalstatus 0.013
Unmarried 423 83 19.6
Married 774 106 13.7
Divorced/Separated 44 10 22.7

Educationallevel 0.087
Middleschool 175 20 11.4
Highschool 669 120 17.9
≥College 388 58 14.9

Smoking 0.796
Non-smoker 435 69 15.9
Ex-smoker 168 30 17.9
Currentsmoker 622 98 15.8

Alcoholdrinking 0.283
None 343 56 16.3
2-3/month 494 89 18.0
1-2/week 310 40 12.9
≥3/week 94 14 14.9

Exercise 0.625
Yes 601 94 15.6
No 630 105 16.7

Dailystresslevel 0.034
Low 279 39 14.0
Medium 821 127 15.5
High 136 32 23.5
*Someresponseswereomitted
**byX2test

Table4.Riskofoccupationalinjurybythegeneral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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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아아아차차차사사사고고고 경경경험험험
성별에 따른 작업 중 아차사고 경험률은 남성이 28.3%로 여성의 22.1%

보다 높았다(p=0.015).연령에 따른 아차사고 경험률을 살펴보았을 때 40
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30대가 27.5%,20대가 26.0%,50대 이상이
15.6% 순이었다(p=0.005).교육수준에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군
에서 29.4%로 가장 많았고,대학교 졸업인 군이 22.4%,중학교 졸업인 군
이 20.6%순이었다(p=0.009).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아차사고 경험률이 34.6%로,낮은 군의 23.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41).그 외 결혼여부,음주습관,흡연,운동 여부에 따른 아차사고
경험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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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earmisses p-value**n %
Gender 0.015
Male 774 219 28.3
Female 467 103 22.1

Age
<30 331 86 26.0 0.005
30-39 338 93 27.5
40-49 392 115 29.3
≥50 179 28 15.6

Maritalstatus 0.796
Unmarried 423 112 26.5
Married 774 197 25.5
Divorced/Separated 44 13 29.5

Educationallevel 0.009
Middleschool 175 36 20.6
Highschool 669 197 29.4
≥College 388 87 22.4

Smoking 0.709
Non-smoker 435 120 27.6
Ex-smoker 168 42 25.0
Currentsmoker 622 159 25.6

Alcoholdrinking 0.396
None 343 96 28.0
2-3/month 494 127 25.7
1-2/week 310 71 22.9
≥3/week 94 28 29.8

Exercise 0.204
Yes 601 167 27.8
No 630 155 24.6

Dailystresslevel 0.041
Low 279 65 23.3
Medium 821 209 25.5
High 136 47 34.6
*Someresponseswereomitted
**byX2test

Table5.Riskofnearmissbythegeneralcharacteristics



- 20 -

44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직직직업업업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업업업무무무상상상 손손손상상상 및및및 아아아차차차사사사고고고
경경경험험험

111)))직직직업업업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업업업무무무상상상 손손손상상상 경경경험험험
직종에 따른 결과를 보면 생산직이 17.9%로 사무직의 10.4%에 비해 업

무상 손상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p=0.002).근무기간이 1
년 미만인 군에서 20.1%로 가장 높았으며,1-4년인 군은 17.2%,5-9년인
군은 16.2%,10년 이상인 군의 8.3%보다 더 높았다(p=0.004).고용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이 20.2%로 정규직의 13.6%보다 업무상 손상 경
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2).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서 13.3%,41~59시간인 군에서 15.9%,60시간 이상인 군에서 18.5%가
업무상 손상을 경험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업무상 손상 경험률
이 증가하는 양상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손상 경험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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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Occupationalinjuries p-value**n %
Jobtype 0.002
Bluecollar 934 167 17.9
Whitecollar 307 32 10.4

Jobtenure(yr) 0.005
<1 209 42 20.1
1-4 453 78 17.2
5-9 297 48 16.2
≥10 218 18 8.3

Shiftwork 0.457
No 786 119 15.1
Yes 448 75 16.7

Employmenttype 0.002
Regular 781 106 13.6
Irregular 460 93 20.2

Worktime(hr/week) 0.226
≤40 271 36 13.3
41-59 629 100 15.9
≥60 319 59 18.5

*Someresponseswereomitted
**byX2test

Table6.Riskofoccupationalinjurybytheworkrelated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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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업업업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아아아차차차사사사고고고 경경경험험험
직종에 대한 결과를 보았을 때 생산직 군에서 아차사고 경험률이

29.7%로 사무직 군의 14.7%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0.001).고용형태에서
는 비정규직이 32.0%로 22.4%인 정규직에 비해 높았다(p<0.001).주당 평
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군에서 23.6%,41~59시간인 군에서 24.3%,
60시간 이상인 군에서 31.0%가 아차사고를 경험하여 주당 평균 근무시간
이 증가할수록 아차사고 경험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52).그
외 근무기간,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아차사고 경험률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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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earmisses p-value**n %
Jobtype 0.000
Bluecollar 934 277.0 29.7
Whitecollar 307 45.0 14.7

Jobtenure(yr) 0.088
<1 209 52 24.9
1-4 453 136 30.0
5-9 297 69 23.2
≥10 218 49 22.5

Shiftwork 0.214
No 786 194 24.7
Yes 448 125 27.9

Employmenttype 0.000
Regular 781 175 22.4
Irregular 460 147 32.0

Worktime(hr/week) 0.052
≤40 271 64 23.6
41-59 629 153 24.3
≥60 319 99 31.0

*Someresponseswereomitted
**byX2test

Table7.Riskofnearmissbytheworkrelated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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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업업업무무무상상상 손손손상상상 경경경험험험

직무요구가 높은 군에서 21.9%로 낮은 군의 11.7%에 비해 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률을 보였고(p=0.000),조직체계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
이 20.1%로 13.0%의 낮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보상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군에서 19.6%로
그렇지 않은 군의 13.3%에 비해 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률을 보였고
(p=0.003),직장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19.4%로 낮은
군의 13.7%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은 높았다(p=0.007).각 직무스트레
스의 영역을 합산한 총점은 높은 군에서 20.2%로 낮은 군의 12.0%에 비
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p=0.000)(Tabl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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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Occupationalinjuries p-value*n %
Jobdemand Low 715 84 11.7 0.000

High 526 115 21.9
Insufficientjobcontrol Low 778 116 14.9 0.161

High 463 83 17.9
Interpersonalconflict Low 703 112 15.9 0.909

High 538 87 16.2
Jobinsecurity Low 793 118 14.9 0.140

High 448 81 18.1
Organizationalsystem Low 708 92 13.0 0.001

High 533 107 20.1
Lackofreward Low 694 92 13.3 0.003

High 547 107 19.6
Occupationalclimate Low 731 100 13.7 0.007

High 510 99 19.4
Totaljobstress Low 632 76 12.0 0.000

High 609 123 20.2

*byX2test

Table8.Riskofoccupationalinjurybyjob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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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아아아차차차사사사고고고 경경경험험험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의 아차사고 경험률이 29.8%로 높은 군(23.7%)에
비해 아차사고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p=0.017),보상체계가 상대적으
로 부적절한 군이 29.1%로 그렇지 않은 군의 23.5%에 비해 높은 아차사
고 경험률을 보였다(p=0.026%). 각 직무스트레스의 영역을 합산한 총점
이 높은 군에서 28.6%로 낮은 군의 23.4%에 비해 아차사고 경험률이 높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38)(Tab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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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earmisses p-value*n %
Jobdemand Low 715 174 24.3 0.131

High 526 148 28.1
Insufficientjobcontrol Low 778 184 23.7 0.017

High 463 138 29.8
Interpersonalconflict Low 703 182 25.9 0.958

High 538 140 26.0
Jobinsecurity Low 793 195 24.6 0.147

High 448 127 28.3
Organizationalsystem Low 708 173 24.4 0.161

High 533 149 28.0
Lackofreward Low 694 163 23.5 0.026

High 547 159 29.1
Occupationalclimate Low 731 181 24.8 0.254

High 510 141 27.6
Totaljobstress Low 632 148 23.4 0.038

High 609 174 28.6

*byX2test

Table9.Riskofnearmissbyjob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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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가가가 업업업무무무상상상 손손손상상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연령,결혼유무,일상생활(가정생활 등)에서의 스트레스 수준,근무형태,
근무기간,고용형태에 대해 보정한 후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스트
레스 총점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직무스트
레스가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 위험성이 1.68배(95% C.I.
=1.22-2.3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10).



- 29 -

Adjusted*
OR 95%CI

Age (year) 0.97 0.95-0.99
Sex Female 1.00 -

Male 1.51 1.06-2.14
Maritalstatus Unmarried 1.00 -

Married 0.97 0.61-1.55
Divorced/Separated 1.60 0.66-3.92

DailystresslevelLow 1.00 -
Medium 1.14 0.75-1.72
High 1.66 0.95-2.92

Jobtype Whitecollar 1.00 -
Bluecollar 2.23 1.42-3.50

Jobtenure (year) 0.96 0.92-1.00
EmploymenttypeRegular 1.00 -

Irregular 1.43 1.01-2.04
Totaljobstress Low 1.00

High 1.68 1.22-2.33
*Adjustedforeachvariablesinthetable.

Table10.Oddsratiosand 95% confidenceintervalsforoccupational
injurybytotaljob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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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업무
상 손상 경험의 비차비를 구했을 때,직무에 대한 부담정도가 높은 군에
서 2.10의 비차비(95% C.I.=1.55-2.86)를 보였고, 조직체계 1.68(95%
C.I.=1.24-2.28),보상부적절 1.59(95% C.I.=1.17-2.16),직장문화 1.52(95%
C.I.=1.12-2.06)영역에서 각각의 비차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였다.그 외 직무자율성 결여,직무불안정,관계갈등에 있어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7개 영역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높은 군에서 1.85
배(95% C.I.=1.36-2.53)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 비차비를 나타냈다.
단변량 분석에서 업무상 손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연

령,결혼유무,일상생활(가정생활 등)에서의 스트레스 수준,근무형태,근
무기간,고용형태에 대해 보정한 후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
스와 업무상 손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직무에 대한 부담정도
가 높을수록 업무상 손상 경험할 위험성이 2.23배(95% C.I.=1.61-3.08)높
았으며,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조직의 자원,조직 내 갈등,합리적 의
사소통이 체계적이지 않은 군에서 1.63배(95% C.I.=1.19-2.23),업무에 대하
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부적절한 군에서 1.42배(95%
C.I.=1.03-1.95),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비공
식적 직장문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1.55배(95% C.I.=1.13-2.13)
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 비차비을 나타냈다.그 외 직무자율성 결여,관계
갈등,직무불안정 영역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7개 영역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높은 군
에서 1.68배(95% C.I.=1.22-2.33)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 비차비를 나타냈
다(Tab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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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Adjusted*
OR 95%CI OR 95%CI

Jobdemand Low 1.00 1.00
High 2.10 1.55-2.86 2.23 1.61-3.08

Insufficientjobcontrol Low 1.00 1.00
High 1.25 0.92-1.70 1.06 0.76-1.47

Interpersonalconflict Low 1.00 1.00
High 1.02 0.75-1.38 1.07 0.78-1.48

Jobinsecurity Low 1.00 1.00
High 1.26 0.93-1.72 1.15 0.83-1.59

Organizationalsystem Low 1.00 1.00
High 1.68 1.24-2.28 1.63 1.19-2.23

Lackofreward Low 1.00 1.00
High 1.59 1.17-2.16 1.42 1.03-1.95

Occupationalclimate Low 1.00 1.00
High 1.52 1.12-2.06 1.55 1.13-2.13

Totaljobstress Low 1.00 1.00
High 1.85 1.36-2.53 1.68 1.22-2.33

* Adjusted forsex,age,maritalstatus,daily stresslevel, job type,job
tenureandemploymenttype.

Table11.Oddsratiosand95% confidenceintervalsforoccupational
injurybyJob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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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직직직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가가가 아아아차차차사사사고고고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아차
사고 경험의 비차비를 구했을 때,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이 결여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1.37의 비
차비(95% C.I.=1.06-1.78)를 보였다.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부적절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1.34(95% C.I.=1.04-1.72)의
비차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 직무요구도,관계갈등,직무불안정,조직체계,직장문화에 있어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7개 영역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높은
군에서 1.31배(95% C.I.=1.01-1.69)높은 업무상 손상 경험 비차비를 나타
냈다.
단변량 분석에서 업무상 손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성

별,연령,결혼유무,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수준,근무형태,고용형태에
대해 보정한 후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아차사고 경험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각 영역별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낮
은 군에 비해 아차사고 경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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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Adjusted*
OR 95%CI OR 95%CI

Jobdemand Low 1.00 1.00
High 1.22 0.94-1.57 1.24 0.94-1.63

Insufficientjobcontrol Low 1.00 1.00
High 1.37 1.06-1.78 1.12 0.85-1.48

Interpersonalconflict Low 1.00 1.00
High 1.01 0.78-1.30 1.04 0.79-1.36

Jobinsecurity Low 1.00 1.00
High 1.21 0.93-1.58 1.14 0.87-1.50

Organizationalsystem Low 1.00 1.00
High 1.20 0.93-1.55 1.15 0.88-1.50

Lackofreward Low 1.00 1.00
High 1.34 1.04-1.72 1.20 0.92-1.57

Occupationalclimate Low 1.00 1.00
High 1.16 0.90-1.50 1.21 0.92-1.58

Totaljobstress Low 1.00 1.00
High 1.31 1.01-1.69 1.17 0.89-1.53

*Adjusted forsex,age,education level,daily stresslevel,job typeand
employmenttype.

Table12.Oddsratiosand95% confidenceintervalsfornearmissby
Job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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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중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연구 시작
시점에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후 이 후 4개월 동안 경
험한 업무상 손상 경험유무를 파악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업무상
손상 경험이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 근로자의 16.0%가 최근 4개월 동안 업무상 손상을 한번이상

경험 하였고,최근 4개월 동안 아차사고를 한번이상 경험한 근로자는
25.9%였다.또한,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자의 절반가량이 2회 이
상을 경험했으며 업무상 손상 경험자 중에서 약 30% 근로자가 병원치료
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가 업무상 손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업무상 손상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대부분의 젊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 훈련
이나 숙련된 기술 습득 부족 등으로 인해 업무상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Breslinetal,2003;Simpsonetal,2005)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근
로자가 교육을 받은 근로자보다 업무상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두 배정도
높다는 연구(Santana& Loomis,2004)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직업성
사고 및 손상의 위험성이 산재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습관과 업무상 손상 위험성에 관한 연구로는 음주량이 많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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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업무상 손상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연구(Bhattacherjeeetal,2003;
Stallones& Xiang,2003)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관련성을 보이
지는 않았다.음주 빈도 뿐 만 아니라 실제 음주량 및 폭음 경험 등에 대
한 파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직장 내 스트레스 이외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

은 근로자에서 업무상 손상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우울 증상과 교
대근무가 병원 종사자의 근무 중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로 작용
한다는 연구(Guastelloetal,1999),불건강한 정신 건강 상태인 근로자가
업무상 손상을 더 경험한다는 연구(Cooper& Sutherland,1987)와 같은
결과로써 직장내 스트레스 관리와 더불어 가정생활이나 재정적 스트레스
등 업무 외 요인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대근무와 업무상 손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로는 교대근무

를 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더 경험한다는 연구(장세진 등,2005),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투약 오류,의료장비 오작동,주사침 손상 등의
작업 중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일본의 연구(Suzukietal,2004)와
우울 증상과 교대근무가 병원 종사자의 근무 중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
요 인자로 작용한다는 연구(Guastelloetal,1999)등이 있다.이 연구에서
는 교대 근무 여부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률의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얻을 수 없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업무상 손상 경험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연구

(Virtanen,2005)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러한 요인이 업무상 손상의 위험성을 높이는 주원인이
라고 제시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인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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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손상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 연구(Nakataet

al,2006)에서 높̀은 업무량,높은 직무요구도,낮은 직무 만족도,직무 모
호성,조직 내 갈등,낮은 사회적 지지 등 요인들이 업무상 비치명적 손상
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통해 파악한 직무스트

레스 요인 중 직무요구도,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장문화 영역에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
성이 더 높았다.
직무요구도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업무량

증가,책임감,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속한다(장세진,2004).기존 연구에서
역할부담을 높게 느끼는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
으며(Hoffmann& Sretzer,1996),생산에 대한 압박을 인지하는 것이 불
안전한 행동에 기여한다고(Mearnsetal,2001)하였다.3년간 전향적으로
추적한 연구(Swaenetal,2004)에서도 직무요구도가 높은 근로자가 그렇
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은 상해율을 보였다.또한 그동안 손상과 스트레스
의 상관성을 보고한 20여편의 연구 논문을 토대로 스트레스와 손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적 스트레스 다음으로 직무요구도
(OR=2.5-4.0)가 손상과 연관성이 높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Janet,1995).본 연구에서도 직무요구도가 업무상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체계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조직의 지원,조직 내 갈등,합리

적 의사소통 등을 통해 측정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다(장세진,2004).



- 37 -

기존연구에서 조직 내 갈등 요인이 업무상 비치명적 손상과 관련성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Nakataetal,2006).본 연구에서도 직장의 운영체계나
지원의 불합리성,부서 간 갈등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는
근로자에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더 높았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수행에 따른 결과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
을 경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이는 노력,보상,과도위임의 복잡한 관
계를 간단히 설명한 노력-보상 불균형이론에서 설명 될 수 있으며 이는
노력과 보상의 상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즉,직무스트레스에서는 직무
역할(workrole)의 상호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Siegrist는 현대사회의 직
무역할(workrole)이 사회적 기회구조(socialopportunitystructure)에 대
한 자기조정기능(자존감,자심감 등)을 가지도록 연결해 준다고 생각한다
(조성일,2005).예를 들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보상과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직장 동료들과 같은 사회적인 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
다.이러한 상호성이 적절히 유지될 때,즉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
을 때 개인은 직업을 통해서 보람과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된다.그러나 상
호성이 깨질 때 즉,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을 때 개인은 분노,우울,위협
등 정서적이 고통을 받게 되고,이는 곧 인체 자율신경에 긴장을 일으켜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보상부적절이
업무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많지만 현재까지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보상부적절과 업무상 사고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거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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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앞으로 보상부적절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업무상

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자들은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의 직장문화와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
의적,지역 주의적,혈연 주의적 직장문화가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비중이
높음을 발견하였다(Chang,2004).이러한 직장문화 영역의 스트레스 요인
도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설문 회차에 따른 응답률은 높은 편이였으
나 2차례에 걸친 최종 응답률이 33.5%로 낮은 편이어서 만약 미응답자에
서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이 연구
결과와 다르게 즉,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를 경험한 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거나 그 관련성이 적게 나타난다면 선택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직무스트레스를 포함한 제반 정보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
며 최근 4개월간의 손상경험을 물어 비교적 회상바이어스 개입을 줄이려
했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다.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객관적 생체 지표 측정,보고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제
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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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단면연구로서 원인,결과 변수의 전후관계를 입증
하기에는 제한점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면연구
의 제한점을 극복하여 원인,결과의 전후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향적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하였고,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 경험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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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과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자 인천 한 대학병원에서 보건관리대행을 하는 제조업 및 서
비스업의 40개 사업장 1,24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근무 특
성,직무스트레스(KOSS-SF),업무상 손상 및 아차사고 경험에 대해 자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최근 4개월 동안 업무상 손상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근로자는 199명으로 16.0%였으며,최근 4개월 동안 업무상 손상을
1회 경험자가 전체의 5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치료방법은
의무실을 이용한 처치가 40.3%으로 가장 많았다.연령은 20~30대,이혼이
나 사별한 근로자(22.7%)가 그렇지 않은 군(미혼 19.6%,기혼 13.7%)에 비
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으며,일상생활(가정생활 등)에서 느끼는 스
트레스가 높은 군(23.5%)이 그렇지 않은 군(낮은 군 14.0%,중간 군
15.5%)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종의 경우
생산직(17.9%)이 사무직(10.4%)에 비해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고,근
무기간이 1년 미만인 군(20.1%)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높은 업무상 손
상 경험률을 보였으며 비정규직(20.2%)이 정규직(13.6%)보다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다.
직무요구도,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이 높은 군에서 업무상 손상 경험률이 높았다.직무스트레스와 업무상 손
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성별,연령,결혼상태,일상생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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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직종,근무경력,고용형태를 보정한 다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직무에
대한 부담정도가 높은 군이(2.23,95%C.I=1.61-3.08),조직의 정략 및 운영
체계,조직의 자원,조직 내 갈등,합리적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체계적
이지 않은 군이(1.63,95%C.I=1.19-2.23),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
상의 정도가 부적절한 군이(1.42,95%C.I=1.03-1.95),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비공식적인 직장문화가 스트레스요인인
군이(1.55,95%C.I=1.13-2.13)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업무상 손상 위험성
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직무스트레스와 아차사고 경험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직무자율성 결여,보상부적절 영역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성별,연령,교육수준,일상생활 스트레스,직종,고용형태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아차사고 경험률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특히,직무요구도,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장문화 영역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가 업무상 손상 경험의 위험
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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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wasconductedtoinvestigatetheassociationbetweenjob
stressandoccupationalinjuryandnearmissamongKoreanemployees.
Data wasfrom a work-stresssurvey to employeesofsmall-and

medium-sizedenterprisesinIncheon,Korea.Anfour-monthprospective
follow-upstudywasconducted(baselinestudyfrom September2006to
October2006,and follow-up study in March 2007).Totalof1,241
participants(774malesand467females)wereincludedintheanalysis.
A struct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wasused to assesseach

respondent's sociodemographics, work related factors, job stress,
occupationalinjuryandnearmiss.Jobstresswasmeasuredusinga24
items(7sub-scales)oftheShortForm ofKoreanOccupationalStress
Scale(KOSS-SF).Occupationalinjuriesandnearmisseswereassessed
byself-reportduringthefollow-upperiod.Weestimatedthe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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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jobstresstooccupationalinjuryandnearmissusingunivariateand
logisticregressionanalyses.

Total199employees(16.0%)hadsufferedatleastoneoccupational
injuryand322employees(25.9%)hadexperiencedduringtheprevious
4-months.
Afteradjustmentforconfounding variables,thelogistic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groups with high stress in 'Job
demand'(OR=2.23,95% C.I.=1.61-3.08),‘Organizationalsystem'(OR=1.63,
95% C.I.=1.19-2.23),'Lackofreward'(OR=1.42,95% C.I.=1.03-1.95)and
'Occupationalclimate'(OR=1.55,95% C.I.=1.13-2.13)weremorelikelyto
experienceoccupationalinjurythantheothergroups.Buttherewasno
clearrelationshipbetweenjobstressandnearmisses.
Ontheotherhand,theunadjusted logisticanalysesindicatedthat

thegroupswithhighstressin'Insufficientjobcontrol'(OR=1.37,95%
C.I.=1.06-1.78),'Lackofreward'(OR=1.34,95% C.I.=1.04-1.72)weremore
likely to experience near miss than the other groups.But,after
adjustmentforconfoundingvariables,thesignificancesdisappeared.
In conclusion,our results tend to suggest that job stress i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injury.The importance ofjob stress
shouldbeacknowledgedand stressmanagementprogramsneedtobe
instigatedtominimizetheoccupationalinjurycausedbyjobstress.

KeyWords:Jobstress,Occupationalinjury,Near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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