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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 간의 관계:

4 차 한국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직업성 소음 노출은 가장 중요한 직업성 유해인자 중 하나이다. 국외 선행
연구들이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연관은 밝혀왔지만, 국내의 역학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특정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함께 노출될 수 있는 다른 직업성 유해인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통제하여 국내 임금근로자의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4 차 근로환경조사 대상자 중 군인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 32,950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평가한 소음 노출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지난 12 개월 동안 겪은 손상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을 직업성
손상으로 정의해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직종, 주당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 중량물 작업,
고온, 화학물질 노출을 보정하였다.

i

32,950 명의 연구 대상자 중 1.1%인 364 명이 지난 12 개월 동안 직업성
손상을 겪었다. 소음 노출 없는 군이 15,830 명(48.0%), 가볍게 노출된 군이
13,502 명(41.0%), 심하게 노출된 군이 3,618 명(11.0%)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소음 노출 없는 군을 참조 집단으로 했을 때 소음 노출이
심해짐에 따라 직업성 손상의 비차비가 증가하였다. 개인적, 직업적 특성과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을 보정한 뒤, 가벼운 노출에서 1.48(95% CI 1.02-2.15),
심한 노출에서 3.54(95% CI 2.37-5.27)의 비차비를 보였다.
연구를 통해 개인적, 직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중량물 작업, 고온,
화학 물질 같은 직업성 유해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소음 노출이 직업성 손상의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으로 소음
노출을 평가하고 청력손실을 포함한 더 많은 의학 정보를 이용한 전향적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며, 직업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의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핵심어 : 소음 노출, 직업성 손상, 근로자 건강,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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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물리적으로, 소리와 소음의 차이는 없다. 소리는 감각적 지각이며 소음은
원치 않는 소리를 의미한다. 소음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존재하는데, 일터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소음과 일상생활과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Concha-Barrientos 등, 2004).

직업성 소음은 가장 중요하고 흔한 직업성 유해인자 중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대략 2240 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위험한 소음에 노출되며(Tak 등,
2009), 유럽의 경우 28%의 근로자가 시간에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목청을
높여야 하는 정도의 소음에 근무 시간의 4 분의 1 이상 노출된다(EASHW, 2000).
우리나라가 속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제조업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소음에
노출되며,

30%에서

50%의

공장에서

90

데시벨을

초과하는

높은

소음이

측정되었다(Lee, 2010).

소음 노출은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중 가장 흔한 건강
문제는 소음성 난청이다. 85 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Sliwinska-Kowalska 등, 2012). 직장에서의
소음 노출은 성인 청력 손실의 중요한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6%의 청력
손실이 직장 내 소음 때문에 일어난다(Nelson 등, 2005). 소음성 난청 외에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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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은 짜증, 수면장애, 주간 졸림,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 등의 비 청각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Basner 등, 2013).

소음 노출은 근로자들의 인지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Liebl 과
Jahncke, 2017),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Kumar 등, 2012).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로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집중력 감소로
경고 신호를 인지하는데 실패하여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Kjellberg 등,
1998; Picard 등, 2008). 불안전한 직업환경에서 이런 인적 오류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Heinrich, 1980). 국외의 많은
역학적 연구들은 소음 노출이 직업성 손상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 이러한 가설을 신빙성 있게 만들었다(Cordeiro 등, 2005; Amjad-Sardrudi 등,
2012; Girard 등, 2015; Smith, 2017). 이처럼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 간의
연관성에 대해 생물학적인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역학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몇몇 국내 연구가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연관을
밝혔으나(정달영 등, 2011; 윤진하 등, 2015; 윤진하 등, 2016), 특정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직업성 유해인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4 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모든 직종의
임금노동자에서 함께 노출될 수 있는 직업성 유해인자를 통제하여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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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2014 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과 소음을 비롯한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알아보고, 각 요인의 세부 군 간에 직업성 손상 유무의
차이가 있는가 분석한다.
둘째,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과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셋째,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과의 연관성이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 3 -

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이 연구는 2014 년 전국에서 시행한 4 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통해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이다.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Figure 1.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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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대상

근로환경조사(KWCS,

Korean

유럽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Working

Conditions
Conditions

Survey)는

Survey)와

영국

노동력조사(LFS, Labour Force Survey)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만 15 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 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4 차 근로환경조사에서는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 세 이상 근로자 50,007 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조사가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4 차 근로환경조사 대상자 50,007 명 중 군인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36,292 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임금근로자란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을 비롯한 모든 변수에 대한 자료에 누락이 있는
대상자와 손상은 있으나 업무상 관련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를 제외하여 총
32,950 명을 이 연구의 최종 대상자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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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소음 노출
소음

“귀하가

노출은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에

어느

정도

노출되십니까?”라는 질문의 세부항목인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에 대한 답변으로 평가되었다. 답변은 ‘근무 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 시간’, ‘근무 시간 3/4’, ‘근무 시간 절반’, ‘근무 시간 1/4’, ‘거의
노출 안됨’, ‘절대 노출 안됨’ ‘모름/무응답’, ‘거절’의 9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절대 노출 안 됨’이라고 답한 경우를 노출 없음으로, ‘거의 노출 안됨’과 ‘근무
시간 1/4’이라고 답한 경우를 가벼운 노출로, ‘근무 시간 절반’, ‘근무 시간 3/4’,
‘거의 모든 근무 시간’, ‘근무 시간 내내’라고 답한 경우를 심한 노출로
분류하였다. ‘모름/무응답’, ‘거절’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2. 직업성 손상
직업적

손상은

있었습니까?”라는

“지난

질문의

12

개월

세부항목인

동안

다음과

‘손상(사고로

같은

건강상의

다침)’에

대한

문제가
답변으로

평가되었다. ‘없다’라고 답한 경우 직업성 손상이 없다고 정의하였다. ‘있다’라고
답한 대상자 중 위 질문의 세부 질문인 “(있었다면) 귀하가 하시는 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도 ‘있다’라고 답한 경우 직업성 손상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손상이 있었다고 답했지만, 업무상 관련이 없다고 답한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6 -

3. 개인적 특성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 이상의 다섯 군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으로 평가되었다. 답변은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모름/무응답’, ‘거절’의 7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라고 답한 경우를
좋음으로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를 나쁨으로 정의하였다.
‘모름/무응답’, ‘거절’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4.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직업성

특성으로

직종,

주당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를

조사하였다. 직종은 “다음의 직업분류 중 귀하가 하시는 일(직업)에 가장 적합한
직업분류는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으로

평가되었다.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1 가지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을 이용하여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종사자는 ‘사무직 및 전문직’으로,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는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육체
노동자’로 분류하였다. 군인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주당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주로 하는 일을)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평가되었고, 40 시간 미만,
40-52 시간, 52 시간 초과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장 규모는 “귀하가 일하는
직장의 현 종사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평가되었고,
30 인을 기준으로 30 인 미만과 30 인 이상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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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성 유해인자
직업성

손상과

연관이

있는

직업성

유해인자로

중량물

작업,

고온,

화학물질을 포함하였다. 중량물 작업은 “귀하가 하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세부항목인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에 대한 답변으로 평가되었다. 고온과 화학 물질은 “귀하가 일을 할 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어느 정도 노출되십니까”라는 질문의 세부항목인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와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에 대한 답변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세 항목 모두 답변은 ‘근무
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 시간’, ‘근무 시간 3/4’, ‘근무 시간 절반’, ‘근무 시간
1/4’, ‘거의 노출 안 됨’, ‘절대 노출 안 됨’ ‘모름/무응답’, ‘거절’의 9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직업성 유해인자에 대해 ‘절대 노출 안 됨’이라고 답한
경우만을 노출이 없다고 정의하였고, 조금이라도 노출이 있는 경우 노출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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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for Windows
version 22.0(SPSS INC: Chicago, IL, USA; 201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소음 노출 정도와 직업성 손상의
빈도,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에 따라 직업성 손상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구분석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비차비를 구하였다. Model 1 에서는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며, Model 2 에서는
Model 1 에 직업적 특성인 직종, 주당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를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Model 3 에서는 Model 2 에 직업성 유해인자인 중량물 작업, 고온,
화학물질 노출을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가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종별로 층화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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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A.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32,950 명이었고,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소음
노출 정도, 직업성 손상 유무,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1.1%인 364 명이 지난 12 개월 동안 직업성 손상을 겪었다.
소음 노출에 대해 살펴봤을 때, 노출 없는 군이 15,830 명(48.0%), 가볍게 노출된
군이 13,502 명(41.0%), 심하게 노출된 군이 3,618 명(11.0%)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9,075

명(57.9%)이었으며

여성이

13,875 명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 세가 6,354 명(19.3%), 30-39 세가
8,829 명(26.8%), 40-49 세가 8,718 명(26.5%), 50-59 세가 6,139 명(18.6%), 60 세
이상이 2,910 명(8.8%)으로 30 대와 40 대가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군이 25,082 명(76.1%)으로 7,868 명(23.9%)인 나쁜 군보다 많았다.
직종은

사무직

및

전문직이

15,564

명(47.2%),

서비스

및

판매직이

6,750 명(20.5%), 육체 노동자가 10,636 명(32.3%)으로 사무직 및 전문직이 가장
많았다. 주당 근무 시간을 살펴보면 4,166 명(12.6%)가 40 시간 미만으로,
22,537 명(68.4%)이 40 시간 이상 52 시간 미만으로, 6,247 명(19.0%)이 52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사업장 규모는 30 인 미만인 경우가 20,067 명(60.9%)이었으며
30 인 이상인 경우가 12,883 명(39.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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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작업은

노출

없는

군이

11,086

명(33.6%),

노출

있는

군이

21,864 명(66.4%)이었다. 고온은 노출 없는 군이 15,953 명(48.4%), 노출 있는 군이
16,997 명(51.6%)이었다. 화학 물질은 노출 없는 군이 22,043(66.9%), 노출 있는
군이 10,907 명(33.1%)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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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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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성 손상 유무

연구 대상자 중 직업성 손상을 겪은 대상자는 364 명(1.1%), 겪지 않은
대상자는 32,586 명(98.9%)이었다. 요인별 세부 군 간의 직업성 손상 유무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소음 노출 수준이 증가할수록 직업성 손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노출 없는
군 중 0.4%인 67 명이, 가볍게 노출된 군 중 1.2%인 156 명이, 심하게 노출된 군
중 3.9%인 141 명이 직업성 손상을 겪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성 손상의 비율이 높았으며(남성: 1.4%, 여성: 0.7%),
40 대와 50 대 근로자에서 직업성 손상의 비율이 높았다(40 대: 0.9%, 50 대: 1.3%).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군이 좋은 군보다 직업성 손상의 비율이 높았다(좋음:
0.6%, 나쁨: 2.7%).
사무직 및 전문직보다 서비스 및 판매직, 육체 노동자에서 직업성 손상의
비율이 높았다(사무직 및 전문직: 0.4%, 서비스 및 판매직: 1.0%, 육체 노동자:
2.2%). 근무시간의 경우 52 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군이 52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두 군보다 직업성 손상의 비율이 높았다(<40 시간: 0.8%, 40-52 시간:
0.8%, >52 시간: 2.4%). 사업장 규모가 작은 군이 큰 군보다 직업성 손상의 비율이
높았다(<30 인: 1.3%, ≥30 인: 0.9%).
다른 직업성 유해인자들의 경우 노출 없는 군보다 노출 있는 군에서 높은
직업성 손상의 비율을 보였다(중량물: 0.5% vs. 1.7%; 고온: 0.7% vs. 1.9%; 화학
물질: 0.7% vs. 1.9%)<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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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ence of occupational injury by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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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비차비를 구하였다.
Model 1 에서는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며, Model 2 에서는 Model 1 에 직업적 특성인 직종, 주당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를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Model 3 에서는 Model 2 에 직업성
유해인자인 중량물 작업, 고온, 화학물질 노출을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소음 노출 없는 군을 참조 집단으로 했을 때, 세 모델 모두에서 소음
노출이 심해짐에 따라 직업성 손상의 비차비가 증가하였다. Model 1 의 경우
가벼운 노출에서 2.49(95% CI 1.87-3.33), 심한 노출에서 7.17(95% CI 5.31-9.71)의
비차비를 보였고, Model 2 에서는 가벼운 노출에서 2.24(95% CI 1.68-3.01), 심한
노출에서 5.52(95% CI 4.01-7.60)의 비차비를 보였다. 모든 변수를 보정한 Model
3 에서는 가벼운 노출에서 1.48(95% CI 1.02-2.15), 심한 노출에서 3.54(95% CI 2.375.27)의 비차비를 보였다<Tab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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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justed odds ratios for occupational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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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직종에 따른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가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종별로 층화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주당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 중량물 작업, 고온, 화학물질
노출을 통제하였다.
사무직 및 전문직, 육체노동자의 경우 소음 노출이 심해짐에 따라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서비스 및 판매직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Figure 2>.
소음 노출 없는 군을 참조 집단으로 했을 때, 사무직 및 육체 노동자의
경우 가벼운 노출에서 1.95(95% CI 0.86-4.43), 심한 노출에서 6.56(95% CI 2.5816.71)의 비차비를 보였고, 육체 노동자의 경우 가벼운 노출에서 1.04(95% CI 0.631.70), 심한 노출에서 2.98(95% CI 1.81-4.91)의 비차비를 보였다.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차비는 가벼운 노출에서 1.88(95% CI 0.22-3.19), 심한 노출에서
0.83(95% CI 0.71-3.19)으로, 노출 없는 군과 다른 군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el 4>.

- 17 -

Figure 2. Adjusted odds ratios for occupational injury by occupation

Adjusted for sex, age, self-rated health status, working hours/week, factory size, carrying/moving
heavy loads, heat exposure, chemical exposure

Table 4. Adjusted odds ratios for occupational injury by occupation
Occupation
Clerk/Professional

Sales/Service

Manual

Non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oise exposure Mild

1.95 (0.86-4.43)

1.88 (0.22-3.19)

1.04 (0.63-1.70)

6.56 (2.58-16.71)

0.83 (0.71-3.19)

2.98 (1.81-4.91)

Severe

Adjusted for sex, age, self-rated health status, working hours/week, factory size, carrying/moving
heavy loads, heat exposure, chemic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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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이 연구는 4 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국내 임금근로자의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단면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개인적, 직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중량물 작업, 고온, 화학
물질 같은 직업성 유해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소음 노출이 직업성 손상의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음

노출이

심해질수록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아, 두 요인 간의 양-반응
관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의 많은 연구가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를 밝혔다. Cordeiro
등(2005)은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높은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직업성
손상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렸고, Amjad-Sardrudi 등(2012)은 85dB 이상의
소음 노출과 완전 혹은 부분적 청력손실이 각각 직업성 손상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mith(2017)는 청력에 위험이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의 소음 노출이 직업성 손상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윤진하 등(2015)이 경기 북부의 1790 개의 공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양-반응 관계를 확인하였고, 정달영 등(2011)과 윤진하
등(2016)이 4 차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각각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연관성을 밝혔다.

소음 노출이 직업성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소음 노출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의 감지를 방해한다.
높은 소음은 경고신호의 효과를 감소시키고(Moll van Charante 등, 1990),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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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한다(Kumar

등,

또한,

2012).

소음으로

인한

보호구

착용으로 경고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은 기계나 차량이 내는 위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수가
증가할

수

있다.

지속적인

소음은

피로를

증가시키고(Kjellberg

등,

1998),

집중력을 감소시킨다(Banbury 둥, 2005). 이러한 영향들이 근로자의 실수를
유발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6.2%의 직업성 사고가 소음 노출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Picard 등, 2008).
마지막으로, 소음성 난청 때문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Girard(2015)등은
청력손실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고, Choi
등(2005)은 농업 종사자에서 청력 손실이 손상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소음 노출은 청력 손실의 중요한 원인임을 고려할 때(Nelson 등, 2005), 소음
노출이 소음성 난청을 매개로 직업성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가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사무직 및 전문직, 육체 노동자의 경우 소음 노출의
수준이 높을 수록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서비스 및
판매직에서는 소음 노출의 수준과 직업성 손상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서비스 및 판매직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서비스 및 판매직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 중 소음에 심하게
노출된

대상자의

직종은

상점

판매원(29%),

주방장

및

조리사(20.7%),

웨이터(12.5%), 통신서비스판매원(7.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중 주방장 및
조리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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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서비스 및 판매직에서는 소음 노출로 인한 위험한 행동(실수)이나 위험
신호 감지 능력의 감소가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직종보다 적었을 수
있다. 서비스 및 판매직에서의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 간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

및

판매직의

하부

직종을

통제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연구의 강점으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로환경조사는 우리나라 전국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연구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32,950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표본을 가진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소음 노출 외에도 고온(Tawatsupa 등, 2013), 화학 물질(Gimeno 등, 2005),
중량물 작업(Zwerling, 1996) 같은 직업성 유해인자들이 직업성 손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이런 직업성
유해인자들을 통제한 점 역시 이 연구의 강점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직업성 손상이 소음 수준을 증가시키는 역 인과성의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소음 노출이 직업성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회상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있다. 직업성
손상을 겪은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소음 노출에 대해
심각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근로환경조사는 잘 훈련된 전문
조사원이 개별면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회상 바이어스의 정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소음의 평가 역시 약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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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설문을 이용하여 소음 노출을 평가했기 때문에 소음 노출을
정량화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설문에 사용된 질문이 85dB 이상의 소음 노출에
대해 68.5%의 민감도와 74.6%의 특이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Ahmed 등,
2004), 설문을 통한 소음 노출 평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력 손실 등의 구체적인 의학 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 대신 이번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의 이환과 사망률의 강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Massey 와 Shapiro, 1982; Kaplan 등, 1996; Bardage 등, 2005), 주관적
건강상태가 연구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겠다. 다만
청력손실의 경우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 간의 관계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이점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소음 노출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고온, 화학 물질, 중량물 작업 같은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을 통제한
후에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으로 소음 노출을 평가하고
청력손실을

포함한

더

많은

의학

정보를

이용하여

전향적

방식의

연구

진행한다면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의 관계를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직업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장 내의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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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는 4 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국내 임금근로자의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개인적,
직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중량물 작업, 고온, 화학 물질 같은 직업성 유해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소음 노출 수준이 증가할수록 직업성 손상의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직업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장 내의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더불어 소음 노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거나
청력 손실을 비롯한 구체적인 의학정보를 이용하여 전향적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소음 노출과 직업성 손상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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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noise exposure and occupational injury:
Using the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Guyeon W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e Bum Park, M.D., Ph.D.)

Occupational noise exposu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ccupational hazards.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found an association between noise exposure and
occupational injuries, domestic epidemiological studies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oise exposure and occupational injuries by using
the data on the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KWCS) which represent the national
workers, and controlling the sociodemographic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occupational hazard exposure.
The study was conducted on 32,950 wage workers excluding military personnel from
the subjects of the fourth KWCS. We used the noise exposure assessed via the questionnair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mong the injuries that occurred during the past 12 months,
work-related injuries were defined as occupational injuries and it was used as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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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oise exposure and occupational injuries.
Of the 32,950 subjects, 364 (1.1%) had experienced occupational injuries during the
past 12 months. 15,830 (48.0%) were in the group without noise exposure, 13,502 (41.0%)
were in the mildly exposed group, and 3,618 (11.0%) were in the severely exposed group.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en the noise exposure group was used as a
reference group, the odds ratio for occupational injury increased as the noise exposure
increased. After adjusting for sociodemographic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other
occupational exposures, odds ratio of group with mild noise exposure was 1.48 (95% CI
1.02-2.15), and that of group with severe noise exposure was 3.54 (95% CI 2.37-5.27).
This study show that noise exposure increases the risk of occupational injury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controlling of occupational hazards such as work with heavy
load, high temperature, and chemicals as well as sociodemographic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Further prospective studies with quantitative assessments of noise exposure
and more medical information including hearing loss are needed.

Key Words: Noise exposure, Occupational injury, Employee Heal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K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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