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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근로자의 건강불평등 현상은 크게 개인적 특성과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 특성에 기

인하여 발생한다. 개인속성은 개인의 감수성이나 민감도의 차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

현상을 야기하게 되며, 직업생활 특성의 경우 작업장에 존재하는 제반 근로조건 특성

에 따라 건강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사회생활 특성에서는 가족생활을 포함하

여 비직업활동의 제반 특성들이 건강불평등 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의

건강불평등 현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직업생활에서 통제 가능한 제반 불건강 영향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위

험요인은 임금 근로자의 작업형태에 따라서 노출 수준이 달라진다. 아울러 작업형태는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방식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작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어떻게 일을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

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고용형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용형태의 차이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개인 속성이나 사회생활 특성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건강 불평등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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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 유연화 전략은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합리화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유연화의 결과는 고용방식

의 다양화로 관찰된다. 소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대표적인 고용유연화 현상이다. 최

근에는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매우 이질적인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매

일 매일 호출을 통해 단기간 고용되는 일용직 형태와 일정기간 계약이 되는 계약적

형태 그리고 근로계약 방식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수형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의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고용형태의 다양

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고용형태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가장 흔하

게 활용되는 고용형태 구분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분석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가장

단순한 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직업생활에서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분석결과에서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

나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

ent)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유럽의 경우 스페

인이 가장 높아서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33%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연합 25개국의

비정규직 비율의 평균은 15%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연구들

을 보면,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

부분의 연구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외주, 직무재설계,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도 역시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임시 고

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24개의 연구들 중에서 14개의 연구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잘 나타나며 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Quinlan, et.

al, 2000).

피고용자 집단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고용형태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작업장

안에서 차별화된 관리방식에 의해 일을 하게 된다. 특히 고용형태의 차별성은 작업장

의 미시권력 관계에 따라 일에 대한 통제력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성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

용안정성이나 고용의 불확실성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앞으로의 생활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의 모든 활동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일에 대한 통제

능력이 개인적 수준에서나 집단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작업조건이

나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규직에 비하여 사회적 보호나 차별대우 등으로 인하여 보호장치도 열악하며, 비정규

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도 병존하고 있다(Rodgers and Rodgers, 1989).

유럽연합 회원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Benach et. al,



2013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51

2002) 세 가지 형태의 건강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은

실업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실업상태는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 그리고 해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낮은 수준의 삶의 질, 불안정한 직업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아울러 열

악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유해위험한 일에 더 많

이 노출된다 그리고 유연화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같

은 표준적인 고용형태에 비하여 불건강 영향이 크다. Dooley 등(1996)의 연구에 따르

면 고용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경로 중에서도 직무불안정성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피고용자의 고용형태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

다. 구체적으로 피고용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불평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불평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강불평등 설명 모델 중에서 퀸랜(Quinlan)의 종합 모형의 일부를 선별하여 고용형태가

작업조직에서의 제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근로조건이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을 알아보았으며, 이 경로과정에서 특히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의 차별성이 건

강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6년도에 시행한 제1차 취업자근

로환경조사 자료(Park, 2006)이다.이 자료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행정

구역단위와 조사구의 특성을 기초로 한 다단계층화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가구를 선

정하고, 추출된 가구에서 한명의 취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간 이루어졌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에는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업종

등의 직업적 특성 그리고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시간과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의

변수와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유해위험요인에 포함된 항목들은 국소진동, 전신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

제, 화학물질 피부접촉, 방사선, 타인의 담배연기, 감염물질,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

업, 중량물운반작업, 서거나 걷는 동작, 손과 팔의 반복동작 등이었다. 설문지에는 이러

한 요인에 근무중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질문하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

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1/2, 근무시간 1/4, 거의 안됨, 절대노출안됨 등으로 조사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근무시간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여 주당 노출근로시간을 요인별로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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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모형

분석 모형에 따른 연구의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용자의 고용형태는 유해요인 노출 수준을 경유하여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본 가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피고용자의 고용형태는 다양한 유해요인 노출을 경유하여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 피고용자의 고용형태는 유해요인 노출을 경유하지 않고 건강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을 상호배타적인 노

출 수준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결

과 도출된 요인점수를 경로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취업자 근로환경조사에 포함된 다양한 유해요인 노출 수준에 대한 변수들은 모두

16가지이다. 이들 변수를 대상으로 노출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국소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화학물질

피부노출, 타인의 담배연기, 통증유발자세, 중량물 운반, 서거나 걷는 동작, 반복동작

등으로 모두 11가지의 요인이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유기용제 노

출이었고, 세 번째 요인은 방사선, 감염물질, 사람운반 등이었으며, 네 번째 요인은 전

신진동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범주의 요인 점수를 산출하여 경로분석에 활용하였

다. 16가지 요인들 중에서 저온과 타인의 담배연기 노출 수준의 공통성이 0.4 미만이

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0.4를 초과하는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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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해요인 노출시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공통성
요인점수 회귀계수

1 2 3 4 1 2 3 4

국소진동 .603 -.172 .032 .254 .459 -.057 .043 .285 .018

전신진동 .328 -.009 -.117 .707 .621 -.159 -.278 .590 .034

소음 .700 -.069 -.097 .116 .517 .065 .027 .181 -.047

고온 .700 -.023 -.164 -.078 .524 .157 .066 .030 -.102

저온 .524 -.150 -.108 -.086 .317 .077 .125 .019 -.110

분진 .694 -.236 -.021 .171 .567 -.027 .100 .243 -.042

유기용제 .495 -.555 .260 -.265 .691 -.084 .474 -.086 -.031

피부노출 .465 -.459 .316 -.349 .649 -.040 .475 -.172 .018

방사선 .396 -.143 .536 .208 .507 -.166 .158 .190 .322

담배연기 .485 -.104 -.081 .217 .299 -.016 -.014 .240 -.039

감염물질 .095 .343 .751 .075 .696 -.044 .015 -.030 .571

통증자세 .679 .393 -.119 -.074 .635 .287 -.117 -.033 .048

사람운반 .146 .474 .531 .056 .532 .060 -.089 -.044 .474

중량운반 .670 .284 -.136 -.057 .552 .246 -.079 -.004 .008

서거나걷기 .622 .351 -.071 -.355 .641 .346 .022 -.253 .024

반복동작 .603 .384 -.180 -.140 .563 .307 -.109 -.087 -.003

고유값 4.754 1.511 1.440 1.066

분산(%) 29.710 9.446 8.999 6.663

*추출방법: 주성분 분석(5점척도, 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

*회전방법: 카이저 정규화를 통한 배리맥스 회전

경로모형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1단계로 유해요인 노출에 대한 요인점수별로 독립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종속변수를 유해요인 노출시간 요인

점수 1로 하고 독립변수로 성, 연령, 학력, 건설업, 서비스업, 농임어광업, 소득수준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유해요인 노출시간 요인점수 1의 전체 분산 중에서

14.6%가 모형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고용형태가 0.044,

성이 0.037, 연령이 0.004, 학력이 -0.295, 건설업이 0.021, 서비스업이 -0.049, 농임어광

업이 -0.024, 소득수준이 -0.116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베타 값이 가장 높게 나와 영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수준, 서비스업 순이다. 유의한

베타값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고용형태가 양수이므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수

록 요인점수1의 값이 높고, 성이 양수이므로 남자일 경우 여자보다 요인점수1의 값이

높고, 학력이 음수이므로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인점수1의 값이 낮아지고, 건설업이

양수, 서비스업, 농임어광업이 음수이므로 준거범주인 제조업에 비해 요인점수1의 값

이 건설업은 높고, 서비스업, 농임어광업은 낮으며, 소득이 음수이므로 소득이 높을수

록 요인점수1의 값이 낮아진다.

종속변수를 유해요인 노출시간 요인점수 2로 한 모델 2에서는 모델1과 같이 독립변

수로 고용형태, 성, 연령, 학력, 건설업, 서비스업, 농임어광업, 소득수준을 도입하여 분

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유해요인 노출시간 요인점수 2의 전체 분산 중에서 4.4%가 설명

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고용형태가 0.015, 성이 0.099, 연령이 -0.044,

학력이 -0.051, 건설업이 -0.016, 서비스업이 -0.167, 농임어광업이 -0.059, 소득수준이

0.015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베타 값이 가장 높게 나와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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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성, 농임어광업 순이다. 유의한 베타값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

면, 성이 양수이므로 남자일 경우 여자보다 요인점수2의 값이 높고, 연령이 음수이므

로 나이가 많을수록 요인점수2의 값이 낮아지고, 학력이 음수이므로 교육연수가 높을수

록 요인점수2의 값이 낮아진다. 이어서 업종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농임어광업 모두 음

수이므로 서비스업, 농임어광업이 준거 범주인 제조업에 비해 요인점수2의 값이 낮다.

종속변수를 유해요인 노출시간 요인점수 3으로 한 모델 3에서는 앞선 모델들과 같

이 독립변수로 고용형태, 성, 연령, 학력, 건설업, 서비스업, 농임어광업, 소득수준을 도

입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유해요인 노출시간 요인점수 3의 전체 분산 중에서

10.8%가 설명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고용형태가 0.017, 성이 0.266, 연

령이 -0.016, 학력이 -0.098, 건설업이 0.017, 서비스업이 -0.133, 농임어광업이 -0.008,

소득수준이 -0.032로 나타났으며, 성의 베타 값이 가장 높게 나와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학력 순이다. 유의한 베타값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성이 양수이므로 남자일 경우 여자보다 요인점수3의 값이 높고, 학력이 음

수이므로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인점수3의 값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이 음수이므로 준

거 범주인 제조업에 비해 요인점수3의 값이 낮고, 소득이 음수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요인점수3의 값이 낮아진다.

종속변수를 유해요인 노출시간 요인점수 4로 한 모델 4에서는 앞선 모델들과 같이

독립변수로 고용형태, 성, 연령, 학력, 건설업, 서비스업, 농임어광업, 소득수준을 도입

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유해요인 노출시간 요인점수 4의 전체 분산 중에서 2.0%

가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고용형태가 -0.010,

성이 -0.075, 연령이 -0.064, 학력이 0.011, 건설업이 -0.003, 서비스업이 0.082, 농임어

광업이 -0.006, 소득수준이 0.028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베타 값이 가장 높게 나와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성, 연령 순이다. 유의한 베타값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성이 음수이므로 남자일 경우 여자보다 요인점수4의 값이 낮

고, 연령이 음수이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요인점수4의 값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이 양수

이므로 서비스업이 준거 범주인 제조업에 비해 요인점수4의 값이 높고, 소득이 양수이

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요인점수4의 값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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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종속변수 노출요인 1 노출요인 2 노출요인 3 노출요인 4 증상수

베타 유의
확률 베타 유의

확률 베타 유의
확률 베타 유의

확률 베타 유의
확률

(상수) .000 .000 .000 .213 .231

고용형태 .044 .000 .015 .212 .017 .149 -.010 .434 .052 .000

성 .037 .003 .099 .000 .266 .000 -.075 .000 -.028 .035

연령 .004 .749 -.044 .001 -.016 .215 -.064 .000 -.002 .909

학력 -.295 .000 -.051 .001 -.098 .000 .011 .482 .042 .008

건설업* .021 .087 -.016 .205 .017 .175 -.003 .791 -.001 .929

서비스업* -.049 .000 -.167 .000 -.133 .000 .082 .000 .031 .019

농임어광업* -.024 .040 -.059 .000 -.008 .488 -.006 .641 .071 .000

소득 -.116 .000 .015 .328 -.032 .026 .028 .066 .059 .000

노출요인 1 .227 .000

노출요인 2 .131 .000

노출요인 3 .169 .000

노출요인 4 .084 .000

결정계수(R²) 0.146 0.044 0.108 0.020 .084

<표 2> 유해요인 노출시간이 증상수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 결과

* 업종변수는 가변수로 기준 범주는 제조업으로 설정되었음

분석의 다음 단계인 모델 5는 증상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고용

형태, 성, 연령, 학력, 건설업, 서비스업, 농임어광업, 소득수준과 노출시간 요인점수1~4

가 포함되었다. 종속변수인 증상수의 전체 분산 중에서 8.4%가 모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 값은 고용형태가 0.052, 성이 -0.028, 연

령이 -0.002, 학력이 0.042, 건설업이 -.001, 서비스업이 0.031, 농임어광업이 0.071, 소

득수준이 0.059, 노출시간 요인점수1이 0.227, 노출시간 요인점수2는 0.131, 노출시간 요

인점수3은 0.169, 노출시간 요인점수4는 0.084로 나타났으며, 이 중 노출시간 요인점수1

의 베타 값이 가장 커 증상수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출시간 요인점수3과 요인점수2순이다. 유의한 베타값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고용

형태가 양수이므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수록 증상수가 많고, 성이 음수이므로 남

자일 경우 여자보다 증상수가 적고, 학력이 양수이므로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증상수가

많아지고, 소득이 양수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증상수가 많아진다. 이어서 업종을 살

펴보면 서비스업과 농임어광업이 양수이므로 준거 범주인 제조업에 비해 증상수가 많

다. 노출시간 요인점수 1~4의 베타 값은 모두 유의하며 값은 양수로 요인점수가 증가

하면 증상수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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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로분석 결과

경로분석 결과 작업관련 제반 증상수는 고용형태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형태가 노출시간 요인 점수를 경유하는 경로는 노출시간

요인점수 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나머지 노출시간 요인점수 2, 3, 4 등에서

는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용형태가 유해요인 노출시간을

경유하여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해요인 노출시간의 첫 번째 범주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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