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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subjective symptoms of muscu-

loskeletal diseases and the degree of job stress among shipyard workers. The study population was 7,078

employees of the D shipbuilding company. Survey data was obtained from 1,727 employees using a pro-

portional sample according to age an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associations were examined

with χ² and logistic regress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 in any one part is 59.5% by NIOSH standard. Second, subjects who had worked in the shipyard

for over five years had a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 1.8 times higher than subjects who had

worked in the shipyard for less than five years (p<.01). Finally, those who had less support from

co-worker's had a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 1.3 times higher than subjects who had more

support from co-worker's (p<.05). Throughout the results, shipyard workers had higher occurrences of

musculoskeletal diseases than other manufacturing workers and the risk of musculoskeletal disorder tend-

ed to increase with higher job stress. In this research, the plan to reduce musculoskeletal diseases in-

volved making a program and policy which would be able to lower job stress socio-psychologically. This

research will prove useful by using basic preventive materials to improve the musculoskeletal health of

labores who work in shipyards and similar plac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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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래에 들어와서 현대 문명의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직업병 중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

이며 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아주 다양하다. 직업특성

과 관계되는 반복적인 작업, 과다한 힘의 사용, 부적합

한 작업자세, 진동, 저온,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등과

같은 신체부위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인

구학적 특성, 사회 심리적 특성,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희석 등, 1997; ANSI, 1996; Hurrell과 Murphy,

1998; OSHA, 1996).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졌다. 국내

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연구는 1989년 전화교환원(박정

일 등, 1989)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연구 대상도 사무직 근로자

(손정일 등, 1995), VDT 사무직 근로자(차봉석 등,

1996), 콘돔 공장 근로자(강중구 등, 1996), 은행창구 근

무자(임상혁 등, 1997), 교향악단 악기연주자(성낙정 등,

2000), 미용사(박수경 등, 2000), 보험 심사자(심윤정과

김형아, 2002) 등을 비롯하여 생산직인 포장근무 부서

근로자(이원진 등, 1992), 자동차 완성업체 근로자(손미

아, 1996), 전자렌지 조립 근로자(김양옥 등, 1995), 전

자부품조립 근로자(최재욱 등, 1996), 조선소 근로자(고

상백 등, 2000; 송동빈 등, 1997; 한상환 등, 1997), 육류

/어류가공업, 목재 가공업 근로자(손지언 등, 2001), 간

호사(김영옥과 구정완, 2002) 등 다양한 부서의 대상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졌으며, 근골격계 질환자의 급격

한 증가추세로 그 심각성을 인식, 단순반복작업근로자

작업관리지침(노동부, 2000)을 마련하고 이를 골자로 하

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이 통과(2002.11.12)되

어 2003년 7월부터 시행에 이르렀다(노동부, 2003a).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 24조(보건상의 조치)에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규정을

만들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 9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신설하여 유해요

인조사 실시, 작업환경개선 조치, 의학적 조치, 유해성

등의 주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그

리고 중량물 작업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2003b).

특히 조선업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하고 불안

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의 장비 및 공구, 협소한 공간,

저온 환경 등 인간공학적인 요인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건강 악화는 노동

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Armstrong,

1986; Cannon 등, 1981; Rempel 등, 1992; Silverstein,

1985; Silverstein 등, 1986). 각종 노동자 건강상의 유해

요인 문제가 해결되어 노동력 질 관리가 가능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반복작

업에 의해 발생한 근골격계의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인체공학적인

요구 외에 심리적 요인도 근골격계 장애를 유발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호장 등, 1996; Rom,

1998; WHO, 1987). 심리적 요인 중 직무 관련 스트레

스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

혀지고 있다(권호장 등, 1996; 김일룡 등, 2001; 주영수

등, 1998).

국내·외의 조선업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과 질병분포에 대한 기술에만

그치고 있다(고상백 등, 2000; 한상환 등, 1997; Bovenzi

등, 1980; Kosmider 등, 1998; Nauwald,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유병률을 파악하고, 직무 특성, 직무스트레

스 등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어떻게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상남도 소재에 있는 D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연령별로 층화하여 무작위 표본추출(stratified

random)법을 택하였다. 2004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

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

구에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회수된

1,72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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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

가. 근골격계 자각 증상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를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사용하는 표준화된 설

문지(NIOSH, 1997)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증상 설문지에는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등, 무릎·다리의 6개 부위의 통증의 강도, 증상

의 빈도, 통증 지속기간, 통증 위치, 지난 일주일간 증

상 여부, 증상에 따른 조치와 현재 의사 정밀 진찰 필

요여부를 조사하였다. 위 6가지 신체 부위에 대한 통증

의 강도에 대한 내용은 “없음”, “약함”, “중간”, “심함”,

“매우 심함”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

록 하였다.

NIOSH(1997)의 정의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은 적어

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 함 등)

이 존재하는 경우로 하고, 이 증상의 정도를 불편하다

이상의 정도일 경우로 하였다.

나. 직무스트레스

Karasek(1979)의 긴장모델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된

업무내용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이

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설문지는 다양한 직종간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를 비교 평가하기 위

하여 고안된 도구로서, 직무요구도(job demand), 직무

자율성(decision latitude), 그리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

무요구도는 5개 문항, 직무자율성은 의사 결정 권한 3

개 문항과 기량의 활용성 6개 문항의 9개 문항 총 14개

의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로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1, 2, 3, 4점을

부여하였다. 각각에 대해 아래의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

하여 합산하였다. 위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Karasek(1979)

의 점수 산정 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직무요구도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직무자율성 점수가 높으면 직무

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높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요구도=(요구1+요구2)×3+(요구3+요구4+요구5)×2

(단, 요구 1, 요구 2는 4-3-2-1로 역코딩 했음)

직무자율성=(자율1+자율2+자율3)×4+(자율4+자율5+자

율6+자율7+자율8+자율9)×2

(단, 자율1, 자율3, 자율4, 자율6, 자율7, 자율8, 자율9

는 4-3-2-1로 역코딩 했음)

사회적 지지는 Karasek과 Theorell(1990)의 고용특성

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수행된 직무내용 설문지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4개 문항)

와 동료의 지지(4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였다.

응답자로 하여금 “매우 그렇다”(4점), “약간 그렇다”(3

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타

당도가 평가되어 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Alfredsson과 Theorell, 1983; Johnson과 Hall, 1988;

Karasek 등, 1998), 국내에서도 JCQ설문지를 이용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수경 등, 2000; 박진국,

2002; 허경화 등, 2004).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을 이용하였는데 Cronbach α값은 .78로

높게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윈도용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통

계 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자각 증상의 인식 정도는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근속기간, 직무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 α값을 이용하였다. 유의수

준 α는 .05 이하로 하여 통계적인 결정을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1,700명, 여성은 10명으로 남

성이 전체 성별의 99.4%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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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성별

남 1,700 99.4

여 10 .6

합계 1,710 100.0

연령

29세 이하 149 9.2

30∼39세 429 26.5

40∼49세 692 42.8

50세 이상 347 21.5

합계 1,617 100.0

총 근속기간

5년 미만 118 7.2

5년 이상∼10년 미만 307 18.6

10년 이상∼20년 미만 560 34.0

20년 이상 663 40.2

합계 1,648 100.0

주: 무응답 제외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직

무

자

율

성

고 저긴장 집단: 168명

( 10.5% )

능동적 집단: 36명

( 2.3% )

저
수동적 집단: 1295명

( 81.0% )

고긴장 집단: 99명

( 6.2% )

저 고

직무요구도

그림 1.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집단의 분포

직무스트레스 명 평균±표준편차 중위수 범위

직업불안정성 1,623 4.0±1.1 4 2∼8

직무요구도 1,663 27.3±4.0 28 12∼48

직무자율성 1,631 54.7±7.8 54 24∼96

상사의 지지 1,654 8.6±2.3 8 4∼16

동료의 지지 1,666 7.8±2.0 8 4∼16

주: 무응답제외

표 2.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는 9.2%, 30∼39세는 26.5%,

40∼49세는 42.8%, 50세 이상은 21.5%이었으며, 40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4.3%에 달하였다. 총 근속기간

별로 보면 5년 미만 근로자는 7.2%, 5년∼10년 미만 근

로자는 18.6%, 10년∼20년 미만 근로자는 34.0%, 20년

이상 근로자는 40.2%로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

2.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에서는 직무요구도가 평균

27.3점, 직무자율성이 평균 54.7점, 상사의 지지는 평균

8.6점, 동료의 지지는 7.8점으로 조사되었다(표 2).

본 연구에서는 주영수 등(2003)이 우리나라 노동자들

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직무요구도 평균

31.5점, 직무자율성평균 62.6점, 사회적 지지 평균 22.5

점, 직업불안정성 6.2점)를 기준으로 삼아 직무스트레스

를 4개의 집단(저 긴장 집단, 수동적 집단, 능동적 집

단, 고 긴장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직무요구도가 낮고 직무자율성이 높은 집단인 저 긴

장 집단에는 10.5%가 속하였고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

성이 모두 낮은 집단인 수동적 집단에는 81.0%로 가장

많이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요구도와 직무자

율성이 모두 높은 집단은 능동적 집단에는 2.3%가 속

하였고 직무요구도는 높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집단인

고 긴장 집단에는 6.2%가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3. NIOSH 기준에 해당되는 근골격계 질환 유

병률

NIOSH 기준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어

느 한 부위라도 NIOSH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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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분

손․손목

․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등 무릎․다리 전체 부위

비차

비

95%

신뢰구간

비차

비

95%

신뢰구간

비차

비

95%

신뢰구간

비차

비

95%

신뢰구간

비차

비

95%

신뢰구간

비차

비

95%

신뢰구간

비차

비

95%

신뢰구간

총

근

속

기

간

5년

이상

/5년

미만

1.4 .9～2.2 2.3 1.3～3.9** 1.6 1.1～2.4* 1.7 1.1～2.7* 1.6 1.1～2.4* 1.8 1.2～2.9** 1.8 1.3～2.7**

*
p<.05
**
p<.01

표 4.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근속기간과의 관계

항목 구분
손․손목

․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등 무릎․다리 전체 부위

근속기간 5년 미만 27(22.9) 15(12.7) 33(28.0) 26(22.0) 32(27.1) 26(22.0) 54(45.8)

5년 이상 439(29.0) 374(24.7) 578(38.2) 490(32.3) 561(37.0) 514(33.9) 918(60.6)

합계 466(28.5) 389(23.8) 611(37.4) 516(31.6) 593(36.3) 540(33.1) 972(59.5)

전체 부위란 어느 한 부위라도 NIOSH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NIOSH의 근골격계 질환 정의는: 적어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 함 등)이 존재하는 경우로 하고, 이 증상의 정

도를 불편하다 이상의 정도일 경우로 함

표 3. NIOSH기준에 해당되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명(%)

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에 따라서는 5년 미만 근로자가

어느 한 부위라도 NIOSH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45.8%로 조사되었고, 5년 이상의 근로자는 60.6%로 조

사되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근속기간과의 관계

1) 전체 부위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근속기

간과의 관계

근속기간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상대적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부위에서 5년 이상 근로자가 5년 미만

근로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가 1.8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표 4).

2)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근속기간과의 관계

부위별 근속기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상대적 위

험도는 팔․팔꿈치에서 5년 이상 근로자가 5년 미만 근

로자에 비해 2.3배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

릎․다리 1.8배, 목 1.7배, 어깨와 허리․등에서 1.6배

순으로 근골격계 위험도가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5)(표 4).

5.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1) 전체 부위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스

트레스와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상대적 위험

도를 조사하기 위해 각 항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두 군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부위에서 동료의 지지가

낮은 군은 높은 군에 비해 근골격계 위험도가 1.3배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해 근골격계 위험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직무자율

성, 상사의 지지가 낮은 군은 높은 군에 비해 전반적으

로 근골격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인 유의성은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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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손․손목

․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등 무릎․다리 전체 부위

비

차

비

95%

신뢰구간

비

차

비

95%

신뢰구간

비

차

비

95%

신뢰구간

비

차

비

95%

신뢰구간

비

차

비

95%

신뢰구간

비

차

비

95%

신뢰구간

비

차

비

95%

신뢰구간

직무

요구도

높음/

낮음
1.1 .9～1.4 1.2 .9～1.5 1.1 .9～1.3 1.0 .8～1.2 1.1 .9～1.3 1.0 .8～1.3 1.1 .9～1.3

직무

자율성

낮음/

높음
1.0 .8～1.3 1.0 .7～1.2 1.2 1.0～1.4 1.1 .9～1.3 1.1 .9～1.3 1.0 .8～1.2 1.1 .9～1.4

상사의

지지

낮음/

높음
1.1 .9～1.4 1.1 .9～1.4 1.1 .9～1.3 1.3 1.1～1.6

*
1.2 1.0～1.5 1.0 .8～1.2 1.2 1.0～1.4

동료의

지지

낮음/

높음
1.3 1.1～1.7

*
1.4 1.1～1.8

**
1.2 .9～1.5 1.4 1.1～1.7

**
1.2 1.0～1.5 1.3 1.1～1.6

*
1.3 .1～1.6

*

*
p<.05
**
p<.01

표 5. 전체 부위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2)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무릎․다리 부위에서

는 동료의 지지가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근골격계

위험도가 각각 1.3배, 1.4배,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5).

목 부위에서는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가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근골격계 위험도가 각각 1.3배,

1.4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5)(표 5).

Ⅳ. 고찰

1.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근속기간과의 관

련성

본 연구에서 NIOSH 기준에 따라 어느 한 부위라도

질환이 있는 경우는 59.5%로 Burchfiel 등(1992)이 직

업병 감시체계를 통해 조사한 제조업 근로자 전체 유병

률 35.4%보다 높으며, 이윤근과 임상혁(1995)이 전화안

내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전체 유병률

32.3%, 이윤근과 임상혁 등(1998)이 의료보험 심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전체 유병률 32.8%, 장은철 등

(2000)이 시계 조립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전체

유병률 4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선업 근로자

들이 다른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들과 다른 직종 근로자

들과 비교해서 볼 때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높은 집

단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근속기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

률에 대해서는 전체부위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5년 미

만 근무자에 비해 근골격계 위험도가 1.8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위별로 보면 팔·팔꿈치 부위에서

2.3배, 무릎·다리 부위에서 1.8배, 목 부위에서 1.7배, 어

깨 부위에서 1.6배, 허리·등 부위에서 1.6배로 조사되었

다. 근속기간과 유병률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인아, 2004; 김철호, 2004; 박정일

등, 1989; 유정임과 구정완, 2004; 한상환 등, 1997). 김

철호(2004)의 연구에서는 근무기간이 5년 이상 군이 5

년 미만 군에 비해 1.9배 근골격계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박정일 등(1989)은 등과 허리의 증

상 호소율이 5년 이상 근로자 군에서 5년 미만 근로자

군에 비해 높다고 하였다. 김인아(2004), 유정임과 구정

완(2004), 한상환 등(1997)의 연구에서도 근속기간이 길

수록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반면 조권환(2002)의 연구에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고, 김종은(2003)

의 연구에서는 근속기간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

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통해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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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계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작업

의 반복성에 의해 육체적 부담의 증가로 기인된다고 생

각한다.

2.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에 따른 근

골격계 질환 유병률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사회적지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달리 직

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에 관한 변수들과 근골격계 증상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동희, 2002; 김영기, 2003;

김인아, 2004; 김재영 등, 1999; 김종은, 2003; 김철호,

2004; 김형렬 등, 2003; 조권환, 2002; 한상환, 2001; 허

경화 등, 2004; Karasek, 1979; Karasek 등, 1981; Skov

등, 1996).

고동희(2002)의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근골격계 위험도가 1.4배, 김영기(2003)

의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의 위험도가 2.5배

높게 나타났고 김재영 등(1999), 김종은(2003), 김인아

(2004), 김철호(2004), 김형렬 등(2003), 조권환(2002)의

연구에서도 직무요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

해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Karasek(1979)과 Karasek 등(1981)에서는 직무요구도

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의 유

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Skov 등(1996)의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도가 가장 높은 군이 가장 낮은 군에 비해 근

골격계 질환이 1.4배 정도 더 걸릴 위험성이 크게 나타

났다.

한상환(2001)의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3.7배 근골격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김인아(2004)의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이 근골격계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허경화 등(2004)은 팔, 손목·손가락 부위에서 직무자율

성이 낮은 군이 근골격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 이유는 본 연구가 조선소의 생산직이라는 단

일한 직종에 대한 조사이어서 근로자 내에서 직무요구

도와 직무자율성이 실제적인 차이를 가지지 않은 결과

로 생각된다. 최근에 직장 내에서의 동료 및 상사의 지

지가 직무긴장에 영향을 주는 제 3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장세진, 1992).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

련성을 살펴보면 전체부위에서 동료의 지지가 낮을수록

근골격계 위험이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

부위에서는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가 낮을수록 각

각 1.3배, 1.4배 근골격계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무릎·다리에서 동료

의 지지가 낮을수록 근골격계 위험이 각각 1.3배, 1.4배,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동

료와 상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동희, 2002;

김영기, 2003; 박진국, 2002; 한상환, 2001).

고동희(2002)의 연구에서는 상사의 낮은 지지는 1.3

배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김영기(2003)의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지가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해 증상 위험도가 .6배여서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진국(2002)의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지가 낮을수

록 목과 어깨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조

사되었고, 한상환(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낮

을 때가 높을 때보다 증상 호소율이 높았는데 부위별로

는 손·손목과 전완에 대하여 통증에 관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김재영 등(1999)의 연구에

서는 상사나 동료의 지지가 근골격계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신 사회적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

키는 기전에 대하여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

나,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생리적 기전

을 통해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증상에 대한 인지

를 증가시키거나 증상에 대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

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Bonger 등,

1993).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을

이용하여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향

후 이학적 검사와 인간공학적 평가 도구와 같이 병행하

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2권 제3호

PTK Vol. 12 No. 3 2005.

- 8 -

나라 고유의 직장문화, 업무특성 등이 반영된 직업적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리고 다양한 직종간의 비교에 관한 추후 연구들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조선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근골격

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

자는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D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1,72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9

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반적 특

성, 직무특성, 근골격계 자각 증상, 직무스트레스에 대

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어느 한 부위라도 NIOSH 기준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59.5%로 나타났다.

2.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근속기간과의 관계에서는

전체 부위에서 5년 이상 근로자가 5년 미만 근로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가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3.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서는 전체 부위에서 동료의 지지가 낮은 군이 높은 군

에 비해 근골격계 위험도가 1.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본 연구는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조사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견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

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결과로 조선업 근로자는 다른

제조업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

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감

시체계의 도입, 환자의 재활과 작업복귀를 위한 프로그

램의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사회

심리적 접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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