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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Workers in a Larg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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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Objectives: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male
and female workers in a large electric manufacture company.
Method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arried out on 3,228 employees who participated in annual medical check-up
working in a large electric manufacture company in Gyeonggi Province. Medical check-up and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were performed at the same tim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 and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 were applied to assess occupational stress and mental health.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Results:
Results The proportion of high risk of mental health was 17.1% in male, and 46.9% in women. Job stress had a greater
effect on mental health than other general and work characteristics. All subscales of job stress were revealed to affect
mental health. Bad occupational climate and lack of reward are the strongest risk factors in mental health of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Conclusions: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job stress could affect mental health among large electronic manufactu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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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니라 대인관계상의 갈등, 시간에 쫒기는 업무 등의 심
리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박정선, 2005). 스트레스
반응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행동학적, 생리적인 반응
으로서 다양한 건장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우리 삶에 많은 악영
향을 미치는 해로운 스트레스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직장은
자아성취와 삶의 수단인 동시에 다양한 건강장해를 일
으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또한 IMF 이후 직장
에서의 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직장인의 자살이 사회문
제화 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있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
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 여
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다고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어 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반응능력의 수준을
넘어서거나 혹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자원에 위협을 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인
간의 갈등상태를 표현해 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장세진, 2000). 즉 사회생활을 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스트레스라는 단어 속에는 스트레스 요
인과 스트레스 반응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스트레스 요인에는 고온, 소음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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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Estryn-Behar et al., 1990), 일본 정밀 기계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
구에서는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정신 건강의 위험인자라고 조사되었다(Mino
et al., 1999).
국내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자에 있어 디스트레스 고위
험군이 증가하며, 우울과 불안을 더 느끼게 되고(전형준 등,
1998), 조선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의 위험요인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과거 실직 경험이
있거나,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스
트레스가 높았으며, 직업적 특성에서는 직무요구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직업불안정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다(고상백 등, 2003).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소규모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는 교대근무나 업무내용과 같은 업
무관련 특성이 성별로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된 직무스
트레스 호소율이나 정신건강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직업의 성별분포나 인원수 부족 때
문에 나누어서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중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작업관련 우울증상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으나
(최은숙 등, 2010)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한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회사 근로자의 일반검진과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남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와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상태, 업무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
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내 한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2008년 4월 2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일반 건강검진에 참
여한 3,28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이다. 건
강검진과 동시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개인적 특성, 업무관련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 정신 건
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키,
체중, 혈압, 공복혈당 등이 측정되었다. 총 3,284명 대상
자 중 설문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거나, 자료에 심한 누
락이 있는 56명을 제외한 3,228명(98.3%)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908명(59.1%), 여자 1,320명(40.9%)이었고, 연령
분포는 남자 23~38세, 여자 18~38세 이었다.

등의 과거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인 설문지를
통해 업무관련 특성으로 근속년수, 주당 근무시간, 교대
근무, 업무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연령, 일주일간 근무시간
등은 연속형 변수로서 조사하였으나 카이제곱 검정,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KOSS-SF)을 이용하였다(장세진 등, 2005).
KOSS-SF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7개 하부영역, 총 24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하부영역에 대한 평가는 7개 영역을 100점으로 균등하게
환산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총 점수는 각 7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7로 나누어 구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OSS-SF 참고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총점과
각 영역 별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었다. 각 영역별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직무요구 0.630, 직무자율 0.790, 관계갈등 0.585, 직
무불안정 0.630, 조직체계 0.697, 보상부적절 0.706, 직장
문화 0.679이었다. 24문항 전체의 Cronbach's α값은 0.836
이었다.
3) 정신건강
정신건강 평가는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단축형(PWISF)을 이용하였다. 이는 Goldberg의 GHQ-60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단계에 걸친 문항수정과 척도의
수정을 거쳐 45개의 문항으로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PWI)가 개발되었는데 이를 18문항으로 단축한 측정도
구이다(장세진, 2000). PWI-SF는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정상인을 구별하기 위한 진단학적인 목적
보다는 정상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개발된 것이다. PWI-SF는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3-2-1-0의 점수를 주었다. 개발자들은
8점 이하를 건강군, 9-2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
제곱 검정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통계 분
석시 27점 이상의 고위험군과 0-26점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회 심리적 건강측정도구 전체의 내적일
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0.610이었다.
4) 신체계측 및 혈액학적 검사

2. 연구방법

1) 개인적 특성 및 업무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학력을
조사하였다, 음주, 흡연, 운동 등의 생활습관과 혈압, 당뇨
http://www.ksoeh.org/

비만도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해
구했으며,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값으로 나누어 계
산하였다. 25kg/m2 미만이면 정상, 25kg/m2 이상이면 비만
군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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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은 숙련된 간호사에 의해 수은 혈압계로 측정되
었다.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으로 정의했으며(NHLBI,
2004), 고혈압 약물 복용자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다.
혈액학적 검사는 12시간 금식 후 측정하였다.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인 경우 당뇨, 미만인 경우 정상이라고 정
의하였으며(ADA, 2008), 당뇨병 약물복용중인자도 당뇨에
포함하였다.

(28.7%), 서비스직이 34명(2.9%)순이었다(Table 1).
2. 연구 대상자의 남녀별 정신건강 수준과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남자의 경우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1,492명(78.2%)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험
군은 327명(17.1%), 건강군은 89명(4.7%)이었다. 여자는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688명(52.1%)으로 가장 많았고, 고
위험군은 619명(46.9%), 건강군은 13명(1.0%)으로 정신
건강 고위험군이 남자에 비해 높았다(Table 1).

5) 분석방법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SPSS version 17.0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통해 남녀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와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개
인적 특성, 건강상태, 업무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연속변수는 범
주형 변수로 변환을 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정신건
강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이, 근무시간은 연속변수
형태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모형 Ⅰ은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학력, 결혼상태, 흡연, 음주, 운동 습관을 투입하였고,
모형 Ⅱ는 모형 Ⅰ에 추가적으로 카이제곱 검정에서 유
의한 변수였던 근무시간, 교대근무, 직무내용을 투입하
였다. 모형 Ⅲ은 모형 Ⅱ에 추가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
총점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직무스트레스 요인 총점과 하부영역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사항인 연령, 결혼
상태, 음주, 운동습관과 업무특성인 근무시간, 교대근무,
직무내용 등을 보정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228)
Variable
Men(%)
Women(%)
Age

≤29

531 (27.8)

(years)

≥30

1,377 (72.2)

86 (6.5)

Education

≤High school

374 (19.9)

936 (72.7)
327 (25.4)

1,234 (93.5)

College

1,186 (63.1)

≥Master degree

321 (17.1)

25 (1.9)

Marital status

Unmarried

833 (44.1)

1,201 (92.2)

Married

1,057 (55.9)

102 (7.8)

Smoking

Non smoker

926 (48.5)

1,055 (79.9)

Current smoker

982 (51.5)

265 (20.1)

Drinking

Never

290 (15.2)

584 (44.2)

(/week)

1~2

1,496 (78.6)

708 (53.6)

≥3

118 ( 6.2)

28 ( 2.1)

Exercise

Never

806 (42.2)

924 (70.0)

(/week)

1~2

792 (41.5)

267 (20.2)

≥3

310 (16.2)

129 (9.8)

BMI*

<25

1,249 (65.5)

1,173 (88.9)

(kg/m2)

≥25

659 (34.5)

147 (11.1)
1,239 (93.9)

Hypertension

No

1,709 (89.6)

Yes

199 (10.4)

81 (6.1)

No

1,715 (89.9)

1,209 (91.6)

Yes

193 (10.1)

111 (8.4)

Career

≤3

480 (25.3)

567 (43.8)

(years)

4~5

640 (33.8)

484 (37.4)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10

590 (31.1)

195 (15.1)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남자는 30세 미만이 531명
(27.8%)이었고, 30세 이상이 1,377명(72.2%)이었다. 여자는
30세 미만이 1,234명(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남자는 대졸이 1,186명(63.1%)으로 가장 많
았고, 여자는 고졸 이하가 936명(72.7%)으로 가장 많았다.
남자의 34.5%, 여자의 11.1%가 비만군에 해당되었다.
남자의 10.4%, 여자의 6.1%가 고혈압으로 분류되었다.
당뇨는 남자에서 10.1%, 여자에서 8.4%이었다.
직무특성을 보면 경력은 남자는 4~5년이 640명
(33.8%)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3년 이하가 567명
(43.8%)으로 가장 많았다. 주당 근무시간은 남녀 모두 주
당 41~50시간이 가장 많았다. 남자는 13.8%, 여자는
56.6%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직무내용은 남자는 사
무직이 1,202명(65.5%)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직 394명
(21.5%), 서비스직 239명(13.0%)순이었으며, 여자는 생
산직이 797명(68.4%)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334명

≥11

185 (9.8)

49 (3.8)

Working hours

≤40

165 (8.9)

222 (18.1)

(hours/week)

41~50

789 (42.6)

482 (39.3)

51~60

651 (35.2)

447 (36.5)

Diabetes

Ⅲ. 결 과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1: 21(3): 146-155

≥61

246 (13.3)

75 (6.1)

Shift work

No

1,629 (86.2)

569 (43.4)

Yes

260 (13.8)

741 (56.6)

Job task

Office

1,202 (65.5)

334 (28.7)

mental health
level

Labor

394 (21.5)

797 (68.4)

Service

239 (13.0)

34 (2.9)

Healthy group

89 (4.7)

13 1.0)

Potential stress
group

1,492 (78.2)

688 (52.1)

Stress group

327 (17.1)

619 (46.9)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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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stress level of study subjects
Sex

Men

Women

Job stress

Mean±SD*

Median

Reference†

High risk (%)

Job demand

51.84±13.83

50.0

50.0

809 (42.4)

Insufficient job control

45.66±14.09

41.6

50.0

482 (25.3)

Interpersonal conflict

37.05±11.83

33.3

33.3

547 (28.7)

Job insecurity

44.62±18.22

33.3

50.0

480 (25.2)

Organization system

43.44±12.79

41.6

50.0

396 (20.8)

Lack of reward

42.28±13.44

33.3

55.5

217 (11.4)

Occupational climate

37.29±13.42

33.3

41.6

416 (21.8)

Job stress total

43.13± 8.47

42.4

48.4

438 (23.0)

Job demand

52.89±14.77

50.0

58.3

337 (25.5)

Insufficient job control

65.42±16.31

66.6

58.3

783 (59.3)

Interpersonal conflict

40.01±13.76

33.3

33.3

562 (42.6)

Job insecurity

42.60±17.59

33.3

33.3

608 (46.1)

Organization system

47.44±13.91

41.6

50.0

387 (29.3)

Lack of reward

53.19±15.89

55.5

55.5

443 (32.8)

Occupational climate

42.08±13.48

41.6

41.6

447 (33.9)

Job stress total

49.04± 8.86

48.3

50.0

574 (43.5)

†

*Standard deviation, KOSS-SF reference
Table 3. The difference of mental health level by general characteristics
Men
Variables
Low risk
High risk

p-value

Low risk

Women
High risk

p-value

0.223

644 (52.2)

590 (47.8)

0.011

57 (66.3)

29 (33.7)

Age(years)

≤29

431 (81.2)

100 (18.8)

≥30

1,150 (83.5)

227 (16.5)

Education

≤High school

291 (77.8)

83 (22.2)

465 (49.7)

471 (50.3)

College

993 (83.7)

193 (16.3)

0.015

206 (63.0)

121 (37.0)

≥Master degree

272 (85.0)

48 (15.0)

19 (76.0)

6 (24.0)

Unmarried

680 (81.6)

153 (18.4)

622 (51.8)

579 (48.2)

Married

888 (84.0)

169 (16.0)

72 (70.6)

30 (29.4)

Non-smoker

788 (85.1)

138 (14.9)

585 (55.5)

470 (44.5)

Current smoker

793 (80.8)

189 (19.2)

116 (43.8)

149 (56.2)

None

249 (85.9)

41 (14.1)

322 (55.1)

262 (44.9)

1~2

1,232 (82.4)

264 (17.6)

368 (52.0)

340 (48.0)

≥3

96 (81.4)

22 (18.6)

11(39.3)

17 (60.7)

624 (77.4)

182 (22.6)

476 (51.5)

448 (48.5)

1~2

681 (86.0)

111 (14.0)

143 (53.6)

124 (46.4)

≥3

276 (89.0)

34 (11.0)

82 (63.6)

47 (36.4)

631 (53.8)

542 (46.2)

70 (47.6)

77 (52.4)

662 (53.4)

577 (46.6)

39 (48.1)

42 (51.9)

644 (53.3)

565 (46.7)

57 (51.4)

54 (48.6)

<0.001

Marital status
0.172

<0.001

Smoking
0.012

0.001

Drinking(/week)
0.318

0.176

Exercise(/week)
None

<0.001

0.036

BMI*(kg/㎡)
<25

1,037 (83.0)

212 (17.0)

≥25

544 (82.5)

115 (17.5)

No

1,415 (82.8)

294 (17.2)

Yes

166 (83.4)

33 (16.6)

1,421 (82.9)

294 (17.1)

160 (82.9)

33 (17.1)

0.793

0.157

Hypertension
0.826

0.356

Diabetes
No
Yes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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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를 보면 총점의 경우 남자는
평균 43.13±8.47, 여자는 49.04±8.86으로 여자의 직무스
트레스 요인 점수가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총점의 중위수는 남자는 42.4로 전국근로자 남자
중위수인 48.4에 비해 낮았으며, 여자의 경우도 49.04로서
전국근로자 여자 중위수인 50.0에 비해 약간 낮았다. 전국
근로자 중위수를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정의하였을 때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의 고위험군이 남자는 438명

(23.0%)이었고, 여자는 574명(43.5%)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정신건강 수준의 비교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하였다. 정신건강 수준을 고위험군과 저위
험군(건강군과 잠재적 스트레스군)으로 분류하여 요인별
정신건강 수준을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령의 경우 여자에서는 30세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

Table 4. The difference of mental health level by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Variables

Men

Women

Low risk

High risk

p-value

Low risk

High risk

p-value

393 (81.9)

87 (18.1)

0.705

296 (52.2)

271 (47.8)

0.265

233 (48.1)

Career(years)

≤3
4~5

539 (84.2)

101 (15.8)

251 (51.9)

6~10

487 (82.5)

103 (17.5)

112 (57.4)

83 (42.6)

≥11

151 (81.6)

34 (18.4)

31 (63.3)

18 (36.7)

Working hours(hours/week)

≤40

143 (86.7)

22 (13.3)

135 (60.8)

87 (39.2)

41~50

671 (85.0)

118 (15.0)

0.012

253 (52.5)

229 (47.5)

51~60

529 (81.3)

122 (18.7)

223 (49.9)

224 (50.1)

≥61

190 (77.2)

56 (22.8)

38 (50.9)

37 (49.3)

No

1,355 (83.2)

274 (16.8)

336 (59.1)

233 (40.9)

Yes

211 (81.2)

49 (18.8)

360 (48.6)

381 (51.4)

Office

1,012 (84.2)

190 (15.8)

209 (62.6)

125 (37.4)

Labor

310 (78.7)

84 (21.3)

393 (49.3)

404 (50.7)

Service

199 (83.3)

40 (16.7)

19 (55.9)

15 (44.1)

Low

973 (88.5)

126 (11.5)

High

608 (75.2)

201 (24.8)

Low

1,208 (84.7)

218 (15.3)

High

373 (77.4)

109 (22.6)

Low

1,185 (87.1)

176 (12.9)

High

396 (72.4)

151 (27.6)

Low

1,229 (86.1)

199 (13.9)

High

352 (73.3)

128 (26.7)

Low

1,310 (86.6)

202 (13.4)

High

271 (68.4)

125 (31.6)

Low

1,448 (85.6)

243 (14.4)

High

133 (61.3)

84 (38.7)

Low

1,309 (87.7)

183 (12.3)

High

272 (65.4)

144 (34.6)

Low

1,312 (89.3)

158 (10.7)

High

269 (61.4)

169 (38.6)

0.061

Shift work
0.420

<0.001

Job task
0.041

<0.001

Job demand
<0.001

570 (58.0)

413 (42.0)

131 (38.9)

206 (61.1)

<0.001

Insufficient job control
<0.001

338 (62.9)

199 (37.1)

363 (46.4)

420 (53.6)

<0.001

Interpersonal conflict
<0.001

463 (61.1)

295 (38.9)

238 (42.3)

324 (57.7)

437 (61.4)

275 (38.6)

264 (43.4)

344 (56.6)

554 (59.4)

379 (40.6)

147 (38.0)

240 (62.0)

<0.001

Job insecurity
<0.001

<0.001

Organization system
<0.001

<0.001

Lack of reward
<0.001

561 (63.2)

326 (32.8)

140 (32.3)

293 (67.7)

<0.001

Occupational climate
<0.001

526 (60.3)

347 (39.7)

175 (39.1)

272 (60.9)

499 (66.9)

247 (33.1)

202 (35.2)

372 (64.8)

<0.001

Job stres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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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related factors on mental health in male workers
Model Ⅱ

Model Ⅰ

Variables(reference)
Age

Model Ⅲ

B

T

B

T

B

T
0.59

0.04

0.65

0.09

1.35

0.03

Marital status(Married)

Unmarried

0.26

0.66

0.26

0.68

0.11

0.33

Education(≤High school)

College

-1.24

-2.78†

-0.97

-1.81

-0.85

-1.82

≥Master degree

-1.70

-2.96†

-1.35

-2.05*

-0.47

-0.82

Smoking(None smoker)

Current smoker

0.91

2.66†

0.77

2.25*

0.95

3.20†

Drinking(None)

1~2/week

0.33

0.69

0.35

0.75

0.79

1.93

≥3/week

1.09

1.35

1.01

1.27

1.58

2.27*

1~2/week

-2.14

-5.80†

-2.02

-5.50†

-1.51

-4.70†

≥3/week

-3.77

-7.58†

-3.70

-7.49†

-2.97

-6.87†

0.11

6.01†

0.05

2.97

Exercise(None)
Working hours
Shift work(No)

Yes

-0.00

-0.01

-0.34

-0.69

Job task(Office)

Labor

0.94

1.72

0.35

0.74

Service

0.48

0.92

0.69

1.52

0.41

23.27†

Job stress total
F-value
2

R

Change of R

2

P-value

10.40

10.40

51.35

0.051

0.072

0.293

0.051

0.021

0.221

<0.001

<0.001

<0.001

†

* p<0.05, p<0.01

의하게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낮을수록 남녀
모두 고위험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상태는 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혼에서 고위
험군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자는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흡연에서는 현재 흡연자가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으며, 운동에서는 남녀 모두
운동을 적게 할수록 고위험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정신건강의 고위험군과 비만,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의 건강상태와는 관련성이 없었다(Table 3).
근무시간은 많을수록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
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대 근무는 여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다. 직무내
용은 남녀 모두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에서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총점과 모든 하부영

Table 6.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related factors on mental health in female workers

Education(≤High school)

Model Ⅲ

B

T

B

T

B

T

-0.26

2.74†

-0.18

-1.87

-0.22

-2.64†

Unmarried

2.36

2.43*

1.99

2.05*

1.69

1.98*

Age
Marital status(Married)

Model Ⅱ

Model Ⅰ

Variables(reference)

College

-1.98

-3.56†

-1.69

-2.99†

-1.50

-3.03†

≥Master degree

-2.81

-1.65

-1.70

-0.99

-1.78

-1.18

Smoking(None smoker)

Current smoker

1.82

3.00†

1.63

2.70†

0.87

1.64

drinking(None)

1~2/week

-0.08

-0.17

0.07

0.13

0.58

1.34

≥3/week

3.27

1.91

3.30

1.93

2.28

1.52

Exercise(None)

1~2/week

-0.57

-0.96

-0.51

-0.86

-0.04

-0.07

≥3/week

-2.91

-3.60†

-2.84

-3.52†

-2.18

-3.08†
-0.10

0.03

1.10

-0.00

Shift work(No)

Working hours
Yes

1.20

2.24*

0.19

0.41

Job task(Office)

Labor

1.16

2.03*

0.81

1.61

Service

0.58

0.38

0.20

0.15

Job stress total
F-value

0.43

18.06†

9.86

8.03

32.99

R

0.076

0.088

0.299

Change of R2

0.076

0.012

0.211

P-value

<0.001

0.006

<0.001

2

†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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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남녀 모두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의 고위험군의 비율도 높았다(Table 4).
4. 정신건강 관련요인의 위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자는 모형
Ⅰ의 설명력이 5.1% 이었으며, 학력, 흡연, 운동이 유의한
변수였다. 모형 Ⅱ는 모형 Ⅰ에 비해 설명력이 2.1% 증가
하였으며, 학력, 흡연, 운동, 근무시간이 유의한 변수였다.
모형 Ⅲ은 모형 Ⅱ에 비해 설명력이 22.1% 증가하였으며,
흡연, 음주, 운동,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유의한 변수였다
(Table 5). 여자는 모형 Ⅰ의 설명력이 7.6% 이었으며, 연령,
결혼상태, 학력, 흡연, 운동이 유의한 변수였다. 모형 Ⅱ는 모형
Ⅰ에 비해 설명력이 1.2% 증가하였으며, 결혼상태, 학력,
흡연, 운동, 교대근무, 직무내용이 유의한 변수였다. 모형
Ⅲ은 모형 Ⅱ에 비해 설명력이 21.1% 증가하였으며 연령,
학력, 운동,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유의한 변수였다(Table 6).
Table 7. Odds ratio of job stress for high risk group of mental health
by logistic regression
Variables

Men
Women
Odds ratio(95% CI) Odds ratio(95% CI)

Job demand
Low

1

1

High

2.41 (1.84~3.15)

2.32 (1.73~3.11)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1

1

High

1.48 (1.11~1.97)

1.67 (1.27~2.19)

Interpersonal conflict
Low

1

1

High

2.47 (1.90~3.22)

2.49 (1.93~3.22)

Low

1

1

High

2.34 (1.78~3.06)

2.25 (1.75~2.89)

Job insecurity

Organization system
Low

1

1

High

2.84 (2.16~3.75)

2.48 (1.88~3.27)

Lack of reward
Low

1

1

High

3.27 (2.36~4.53)

3.63 (2.75~4.78)

Occupational climate
Low

1

1

High

3.89 (2.89~4.99)

2.72 (2.08~3.56)

Job stress total
Low

1

1

High

4.89 (3.72~6.43)

3.75 (2.88~4.87)

* adjusted by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smoking, drinking,
exercise, working hours, job task, shift work
Table 7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총점과 하부 영역에

대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비차비를 구하였다.
연령, 결혼상태, 학력, 흡연, 음주, 운동을 보정하였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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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에서 남녀 모두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 위험도가 높았다. 정
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할 비차비는 남자는 총점이 4.89
(95% CI 3.72~6.43)였고, 하부영역 별로 보면 직장문화가 3.89
(95% CI 2.89~4.99)로 가장 높았다. 보상부적절 3.27(95%
CI 2.36~4.53), 조직체계 2.84(95% CI 2.16~3.75), 관계갈등
2.47(95% CI 1.90~3.22), 직무요구도 2.41(95% CI 1.84~
3.15), 직무불안정 2.34(95% CI 1.78~3.06), 직무자율 1.48
(95% CI 1.11~1.97)순이었다. 여자는 총점이 3.75(95% CI
2.88~4.87)이었고, 하부영역별로 보면, 보상부적절이 3.63
(95% CI 2.75~4.78)으로 가장 높았다. 직장문화가 2.72
(95% CI 2.08~3.56), 관계갈등이 2.49(95% CI 1.93~3.22),
조직체계가 2.48(95% CI 1.88~3.27), 직무요구가 2.32
(95% CI 1.73~3.11), 직무불안정이 2.25(95% CI 1.75~
2.89), 직무자율이 1.67(1.27~2.19)순이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경기도 내 한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회사 근
로자를 대상으로 남녀별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와 정
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남녀별 정신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남자는
건강군 89명(4.7%), 잠재적 스트레스군 1,492명(78.2%),
고위험군 327명(17.1%)이었고, 여자는 건강군은 13명
(1.0%)에 불과했으며, 잠재적 스트레스군 688명(52.1%),
고위험군은 619명(46.9%)에 달했다. 다른 국내연구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을 보면, 전국 직장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2%이었으며(장세진 등, 2005),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4.8%이었다
(조광희 등, 2007). 남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고위험군의 비율이 24.9%이었고(하재혁 등,
2008), 여자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5.1%이었다(김환철 등, 2006). 본 연구 대상자들 중 남자
근로자들은 고위험군의 비율이 다른 기존의 연구에 비해
낮았지만, 여자 근로자들의 경우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상적으로 여자의 스트레스 수
준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대상자에서 여자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여자 근로자가 주로 고졸이 많았으며, 생
산직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모든 하위영역 남녀 근
로자 모두에서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본 다른 연구들과 상이하지 않았다(김환철 등, 2006; 하
재혁 등, 2008).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건강상태와 정신
건강과는 카이검정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만
성질병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을 보인 연구나
(임화영 등, 2006), 비만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보인
연구(Kouvonen et al, 2005)와는 다른 결과였다. 본 연구

http://www.ksoeh.org/

한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153

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건강조사를 하였다. 그
점이 오히려 주관적인 설문보다 질병이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이 적게 측정됐을 거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는 나이가 젊은 연령이었고, 질병의 유병률이 높지
않은 건강한 집단으로 당뇨나 고혈압 등에 의한 합병증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본인이 질병자체를 인식하지 못
하거나 가볍게 여겨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직무특성을 보면 위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결과 모형
Ⅱ에서 남자는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 보정결과인 모형 Ⅲ에서는 통계
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메타 분석 결과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Spark & Copper,
1997),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온 연구(Grosch et al.,
2006)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계적 다중선형 회
귀분석 결과 교대근무를 보면 모형 Ⅱ에서 교대근무자
에게서 여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남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도 남성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하
재혁 등, 2006), 전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장세진
등, 2005) 보면 교대근무와 정신건강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여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혼란변수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의하게 교대
근무자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김
환철 등, 2005). 기존 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에게서 교대근무가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교대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으로 인해 비교대근무보다 임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교대 근무는 생체리듬의 변화를 주어 위장
관계 장해, 수면장해를 가져온다(전형준 등, 1998). 특히
여성에서는 조산이나 저체중아, 태아사망의 위험성도
증가시킨다(Xu et al., 1994; Zhu et al., 2004). 여자근로자
에서는 교대근무로 인한 피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자보다 더 크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남자와 같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남자 근로자와는 달리 정신건강의 위험 요
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는 전국 남녀 중위수를 기준
으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었다. 직무요구의
경우 남자 근로자 중 고위험군의 비율이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가장 높게 나왔지만, 여자 근로자는 직무스
트레스 하위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중 남자근로자는 주로 대졸이상의 학력과 사무
직의 비율이 높으나, 여자 근로자는 고졸이하의 학력과
생산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남자와 여자의 직무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무직의 경우
직무 요구는 많지만 직무재량이 높아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고, 생산직의 경우 단순노동의 비율이 높아
직무요구는 낮지만,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직무불안정 고위험군의 비율이 25.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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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했지만 여자의 경우는 46.1%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의
증가와 임신에 따른 직접적인 해고는 할 수 없지만 주변의
압력이 직무불안정에 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여겨진다. 회사입장에서는 생산직의 경우, 경력이
쌓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숙련에 따른 이득보다는 호봉에
따른 임금인상분이나 결혼 후에 발생하는 복지 문제가 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근로자들의
경우 남자는 직무내용에 따른 결혼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여자 근로자들의 경우
사무직은 기혼 43명(13.0%)이었지만, 생산직은 46명(5.8%)
으로 생산직에서 기혼자가 유의하게 낮았다. 즉 생산직
여성의 경우 주변의 압력과 결혼 후 발생하는 교대근무
등에 따른 양육문제가 조기 퇴사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여, 생산직 여성 기혼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위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직무스
트레스 요인 점수를 회귀모형에 투입하였을 때 정신건강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남자는 22.1%, 여자는 21.1%증가
하였다. 즉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인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일반적인 사항, 건강
행위, 직무특성 등을 통제 하였을 때 정신건강 고위험군
위험도의 비차비가 직무스트레스 요인 총점을 보았을 때
남자 4.89, 여자는 3.75이었다. 하부 영역을 살펴보면 남
자의 경우 직장문화가 3.89, 보상부적절 3.27, 조직체계
2.84, 관계갈등 2.47, 직무요구도 2.41, 직무불안정 2.34,
직무자율 1.48 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여자의
경우는 보상부적절이 3.62, 직장문화가 2.72, 관계갈등
2.49, 조직체계가 2.48, 직무요구도가 2.32, 직무불안정
2.25, 직무자율 1.67 순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부
모든 영역에서 남녀별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영역은 직장문화로서 직장문화란 서양의 합
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
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한
항목이다. 남자에서 정신건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지만
남자의 경우 직장에서 회식 등의 자리에 빠지기 힘들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압력이 적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여자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직장문화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없
다는 결과로서 어느 정도 뒷받침 된다(김환철 등,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여자 연구 대상자들이 직장문화에 영
향을 덜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본 회사는 대기업 회사로서
전체근로자 수준에 비해 보상부적절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높은 군이 적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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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자와 여자 모두 위험도의 실제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보
상부적절, 직장문화가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
면연구라는 점이다. 즉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동시에 조사
하여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둘째,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설문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스
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해서는 타당성이 입증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지만 주관적인 설문조사의 한계 때
문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나 정신건강 수준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연
령이 젊다. 이는 연구집단의 동질화를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지만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해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젊기 때문에 질병 문제가 연구에서 간과되
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근로자가 젊
었다는 것이 대기업 여성 생산직 근로자의 현실을 잘 반
영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성격유형, 자기 존중감, 행동패턴 등 기존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
았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조사 인구집단이
비교적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같은 집단 안에서 남
녀별 차이를 구분하여 남녀별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제시해 주었고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면서,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설문 응답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대규모 제조업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대제가 남녀 근
로자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 직장
문화가 오히려 남자들에게서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기도 내 한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회사 근
로자의 일반검진과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남녀별 직
무스트레스 요인 점수와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건
강상태, 업무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남자
327명(17.1%), 여자 619명(46.9%)이었다. 건강상태는 정
신건강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직무특성 영역을 보
았을 때 근무시간은 많을수록, 교대근무는 여성 근로자
에게만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모든 하부영역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위험도가 증가
하였다. 남녀 모두 직장문화와 보상부적절영역이 가장
관련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정신
건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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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화나 보상부적절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았다. 직
원들에게 있어서 근무외의 강압적인 회식문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보상면에서도 금전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기 유발, 존중 등의 정신적인 보상도 중
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여자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나이의 증가와 결혼에 따른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교대 근무 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여 여자 근
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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