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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문초록)

연구 목적

업무상 질병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

환이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장시간 근무 및 교대

근무가 요통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각 요인이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인천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 26개의 전체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2007년도에 설문조사와 작업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

로 725명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2010년도에 요통이 발생하였는지

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연령과 성별, 결혼여부, 흡연, 음주, 운동, 가사노동, 작업부

서, 근무연수, 주당 근무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점심시간 제외) 및

교대근무의 시행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작업특성을 파악하고자 동

작분석과 중량물 작업 및 반복 작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3년간의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 시행에 따라 근로자들을 범주

화하여 요통 발생에 대한 추세검정을 시행한 결과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의 시행은 근로자들의 요통 발생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

냈으며, 멘델-헨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장시간 근무 시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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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대근무는 독립적으로 요통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적, 물리적 요인 등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의 시행은 각

각 독립적으로 요통 발생의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저자는 각 사업장에서 작업관련성 요통 발생의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에 대한 개

선일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가 계속되어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

다.

주요어 : 요통,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학 번 : 2010-23789



- iii -

목 차

서론 ···············································································································1

연구대상 ·······································································································7

연구방법

1) 설문 구성 ··························································································10

2) 평가 기준 ··························································································10

3) 자료 분석 ··························································································12

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작업관련 특성 ···································15

2) 공정 분류별 작업관련 특성 및 요통 발생률 ····························17

3) 장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요통 발생률의 차이와

관련 요인들의 비교 ·······································································21

4) 교대근무 시행에 따른 요통 발생률의 차이와

관련 요인들의 비교 ·······································································24

5)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시행에 따른 요통 발생률의 차이와

관련 요인들의 비교 ·······································································26

6) 장시간 근무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요통에 대한 교대근무의 영향 ·····················································29

7)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 시행에 따른

요통 발생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31

고찰 ·············································································································36



- iv -

참고문헌 ·····································································································50

Appendix 1-1 ····························································································59

Appendix 1-2 ····························································································61

Appendix 2-1 ····························································································62

Appendix 2-2 ····························································································63

Abstract ······································································································64



- v -

List of Tables and Figures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16

Table 2.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category ·················19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for low back pain between

groups based on changes of working time (hours/week)

···································································································23

Table 4. Comparison of variables for low back pain between

day worker and shift worker

···································································································25

Table 5. Comparison of variables for low back pain between

classes based on shift work & working time

···································································································28

Table 6.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 of low back pain for

shift work between groups based on changes of working

time

···································································································30

Table 7-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ing

association between work schedules and low back pain

in two models

···································································································34



- vi -

Table 7-2.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ing

association between work schedules and low back pain

in two models

···································································································35

Figure 1. Study design ············································································9

Figure 2. The percentage of physical works in each process

category

···································································································20



- 1 -

서 론

현대사회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산업부문의 규모가 커지

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산과 관련된 설비나 기계 등이 점차 대형화

되어왔고, 공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대규모로 생산량

이 늘어난 회사가 많아지게 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작업관련성 재해를 예

방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대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업무상 사고 재해자

와 질병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갔으며, 사회적으로는 업무 손

실과 경제적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1,2).

특히 근로자들이 과중한 작업을 지속하면서 이와 관련된 근골격

계의 증상과 질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여 왔다. 결국 근로자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점차 사회적

인 문제로 표면화되고, 건강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02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

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이었으며, 후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03

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한 규정3)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사업주는 이에 근거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나 공정에

근로자들을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유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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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여야 했고, 현재까지도 이는 유효하나 현실적으로는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선 사항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감사나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4,5)
에 의하면 2009년 전체 업무상

질병자수 8,721명 중 근골격계 질환자 수가 6,222명이었으며 그 중

요통이 4,879명으로 78.4%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0년

에는 전체 업무상 질병자수 7,803명 중 근골격계 질환자 수가 5,502

명이었으며 그 중 요통이 4,008명으로 72.8%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요통은 척추뼈와 추간판을 비롯한 주변 조직 등이 공간적으로 상

호간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하며, 평생을 살아가면서 전체의

최소 60%에서 최대 90%에 가까운 인구가 이러한 요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작업과 관련된 요통은 전체 산업

재해 중에 약 20∼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노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6,7).

요통은 작업관련 누적 외상성 질환의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신체 부위 중 가장 비중이 높고, 장시간 동안 직업 복귀가 지연되거

나 상실되는 등의 작업 손실일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로 이어지며 따라서 이를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는 분리하여 설명하

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작업관련성 요통의 경우는 일반 요통에 비해

치료기간이 긴 특성이 있으며, 산업재해 환자 중 재발률이 6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장기간 요양과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 손

실 또한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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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관련성 요통의 발생 위험요인은 단일 요인에 의한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요통 호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8-9), 그 이외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중장년층

에서 요통 호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비만할수

록,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 일수록 요통 발생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
.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요통 호소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0-11), 중

량물 작업이나 상지를 이용한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과

같은 인간공학적인 요인도 요통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 그 이외에도 환경이나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13)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나 교대

근무 시행과 같은 근무스케쥴 요인14-16)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장시간 근무가 근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쟁점으로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2010년도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

기도 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

축해서 고용 창출 기반을 확대해보자는 내용이었으며, 이후 실제로

2011년 7월부터는 기존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주

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어 약 30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점차적으로 장시간 근무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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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건강이 근무시간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

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며, 2011년도의 경우에는 OECD 국가 평균인 연간 1,776시간보다

314시간이나 많은 2,11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17)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또한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으며, 적절한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또는 주 4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18-20).

장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에 관련하여 이미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소개하고 있다. 수면장애나 피로, 스트레스성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비롯해 심혈관계, 소화기계, 생식기계, 더 나아

가서는 근골격계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으며,

근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부상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교대근무도 또한 사회적인 논란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2011년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성기업이라는 중소기업의 파업

사태는 야간노동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조 측의 요구로부터 시작되

었던 것으로, 근로자들은 주야간 2교대 근무와 법적으로 정해진 주

당 연장근로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이 더욱

커져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의지를 나타내

었으며, 최근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대기업들이 사법처리가 되

기도 하였고, 일부 기업에서는 밤샘근무를 없앤 주간연속 2교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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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전체 근로자 중에 10.2∼14.5%에 해당하는 127∼

197만 명이 여전히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사라진, 기존

인력을 풀가동하는 형태의 주야 2조 2교대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21).

2007년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교대근무를 Group 2A에 해당하는 인간 발암

추정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그 이외에도 협심증, 심근경색, 뇌

졸중과 같은 뇌심혈관질환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질환, 수면장애

및 소화기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들

을 찾아볼 수 있었다22-26).

이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들어 국내의 야간작업 종

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의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재정립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27).

따라서 저자는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 근골격계 질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으며, 특히 작업관련

성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통에 대한

분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기존에

도 작업과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한 여

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인 논란과 쟁점이 되고

있는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하며, 특히 이를 추적 관찰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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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28-29)
.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중소규모 사업장은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많고 열악한 작업현장, 과중한 작업시간 및 작업강

도 등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으

며, 실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들의 소

속된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64.6%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0),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내의 연구 또한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31)
.

이에 저자는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 요통의 발생 간에 관련

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

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의 코호트 연구를 시

행하여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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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인천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건관리대행을 실시하고 있는 제

조업 중심의 중소규모 사업장 26개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 대기업 자동차회사의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 위

주로 선별하여 업종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각 회사별 세부 업종의 차이를 감안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공정을 파악한 후 유사하거나 혹은 관련된 공정들로 분류하였으며

가공(Processing), 포장/검사(Packaging/Inspection), 조립(Assemb-

ling), 공무/기타(Public affairs/Other), 금형/프레스/주물(Molding/

Press/Casting), 사출/압출/용접/연마(Injection/Extrusion/Welding/

Grinding), 출하(Shipment), 도금/도장/인쇄/절단(Plating/Painting/

Printing/Cutting)의 8개 카테고리로 범주화하였다.

전체 생산직 근로자는 2,657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환

경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4인 1팀이 현장 방문하여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요통과 관련된 설문조사와 동작분석 등의 평가를 실시하

였다.

코호트 연구를 위해 전체 생산직 근로자들 중 이미 요통 증상을

호소하였던 근로자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총 1,387명을 추적관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년 후인 2010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사업장을 재방문하였

으며 추적관찰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요통이 발

생하였는지의 여부와 함께 주당 근무시간이나 교대근무의 시행여부

가 변화하였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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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았으며, 여건상 추

적관찰이 불가능했던 근로자들을 제외한 결과 총 983명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 부서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3년 동안의 물리적 부담 변화를 가능한 통제하여 요

통 발생에 있어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가 갖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설문항목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근

로자들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725명의 근로자

들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Figure 1).

725명의 연구대상 중에서 연구시작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0년도에 요통 증상을 호소하였던 근로자들은 155명으로 약

21.4%의 발병률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들과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근

로자들 간에 유의한 선택 편견(selection bias)이 존재하는 지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과 작업과 관련된 동작분

석 및 업무 특성에 대한 답변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특이할 만한 선택 편견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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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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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설문 구성

요통 증상에 대한 설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골격계 부담작

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CODE (H-30-2008)
32)
의 증상조사표와 유해요인 기

본조사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성별, 결혼여부, 흡연, 음주, 운동 및 가

사노동을, 작업조건으로는 작업부서와 근무연수를 조사하였으며, 근

무 스케쥴은 주당 근무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점심시간 제외), 교대

근무의 시행여부를 조사하였다.

2) 평가 기준

① 요통 증상 유소견자 평가

요통 증상의 양성 기준은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난 1년

동안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증상(평소에

통증, 쑤심, 뻣뻣함, 타는듯함, 따끔따끔하거나 저림 중 한 가지 이

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또는 지난 1년 동안 증상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로 하였다33).

상기의 기준으로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였던 생산직 근로자들

중에 요통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을 제외시키고, 요통을 호소하

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재방문하여 요통이 발

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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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작분석 및 작업 특성 평가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요통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작

업 특성인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작업 및 반복 작업 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34-35). 우선 부적절한 자세 등을 평가하기 위

한 동작분석은 현실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모두 평가하기가 어려

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 5명당 1명의 비율로

시행하였으며, 평가방법은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의 문헌 고찰 결과, 종사하는 업종이

나 작업의 특성 및 하지의 자세 등에 관계없이 OWAS(Ovako

Working posture Analysis System) 평가나 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 평가방법은 RULA에 비해 작업 자세 부하를 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36).

동작분석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동작분석과 함께 중량물 작업 및 반복 작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중량물 작업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골

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32)에서 정의한대로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또는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

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반복 작업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

을 반복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③ 근무 스케쥴 등의 관련 요인 평가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를 요통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가정하였

고, 3년이라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위험요인에의 노출수준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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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때문에, 추적관찰을 통해 2007년도 및 2010년도에서의 근무

스케쥴을 추적조사하여 각 근로자별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의 변화

와 교대근무의 시행 여부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신체적인 업무 부담의 정도의 변화를 최대한 통제하여 장시

간 근무 및 교대근무가 요통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정확

하게 알아보기 위해 3년 동안 작업 부서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근로자를 감별하여 최종적인 연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작업 부서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들을 제외한 결과 3년 동

안 장시간 근무 여부가 바뀐 근로자는 209명에 해당하였으나, 교대

근무의 시행 여부가 바뀐 근로자는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교대근

무는 모두 2조 2교대에 해당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 입력하여 SAS(version 9.2)와 SPSS(version

18)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작업관련 특성을 평균값 또는 비율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에 조사된 내용으로, 주당 근무시간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재조사

된 평균값도 같이 제시하였다.

주당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극소수인 관계로 국제노

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의 근무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

에서 장시간 근무로 정의한 주당 4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18-20), 2007

년 및 2010년도에 장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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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4개의 그룹(Group)으로 분류하였다.

교대근무는 연구대상 중 3년 동안 시행 여부가 바뀐 근로자는 없

었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로 분류하였다.

이후 평균값의 비교가 가능한 요인들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 및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

analysis)을, 비율 비교가 가능한 요인들은 카이제곱 추세검정을 시

행하여 각 그룹이나 클래스 간에 2007년도의 일반적 특성과 작업관

련 특성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요통 발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의 영향을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두

근무형태의 시행 여부를 통합하여 3년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주당 48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였거나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이 단

축된 근로자, 교대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거나 48시간 초과로 근무시간이 연장된 근로자, 교대근

무를 하였으나 주당 48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였거나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당 48시간을 초과

하는 근무를 하였거나 48시간 초과로 근무시간이 연장된 근로자들

로 구분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007년도의 일반적 특성과 작업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정하고 결과적으로 요통 발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후 멘델-헨젤 카이제곱검정(Mantel-Haenszel chi-square test)

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및 2010년도의 장시간 근무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대근무의 시행이 요통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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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시간 근무 시행의 변화와 교대근무의 시행여부가

각각 다른 관련 요인들과 함께 보정된 상태에서도 요통 발생에 의

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장시간 근무(Group 1

∼4) 및 교대근무에 대한 카테고리를 조합하여 2가지 모델로 이루어

졌으며, 다른 관련요인들을 일부 혹은 전체를 보정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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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작업관련 특성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에 포함된 근로자 725명에 대한 연구 시작

시기인 2007년도에서의 일반적, 작업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선

남성 근로자가 70.2%로 여성 근로자보다 많았으며, RULA 평가(1∼

7점 척도) 결과 4∼5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70.1%로 가장 많았다

(Table 1). 또한 중량물 작업을 시행하는 근로자들은 35.9%, 반복

작업을 시행하는 근로자들은 74.9%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교대

근무(2조 2교대)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21.9%에 해당하였다.

주당 근무시간과 교대근무의 시행 여부는 2010년도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2007년과 2010년도 모두

53시간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교대근무의 시행여

부가 3년 동안 변화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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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Age (years) 40.0 ( 9.0)

Job tenure (years) 6.7 ( 5.4)

Break time (minutes/day)  30.8 (20.0)

Working time (hours/week) 

 In 2007 52.9 (11.0)

 In 2010 52.8 (11.7)

N (%)

Sex

 Male 509 (70.2)

 Female 216 (29.8)

Marriage

 No 200 (27.6)

 Yes 525 (72.4)

Domestic labor (hours/day) 

 ＜1 509 (70.2)

 1~2 142 (19.6)

 ＞2 74 (10.2)

Smoking

 Never 345 (47.6)

 Past 97 (13.4)

 Current 283 (39.6)

Drinking (days/week)

 None 329 (45.4)

 1~2 322 (44.4)

 ≥3 74 (10.2)

Exercise (days/week) 

 ≥3 100 (13.8)

 1~2 229 (31.6)

 None 396 (54.6)

RULA

 ≤3 69 ( 9.5)

 4~5 508 (70.1)

 6~7 148 (20.4)

Lifting heavy objects

 No 465 (64.1)

 Yes 260 (35.9)

Repeated movements

 No 182 (25.1)

 Yes 543 (74.9)

Shift work

 No 566 (78.1)

 Yes 159 (21.9)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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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 분류별 작업관련 특성 및 요통 발생률

근로자들을 공정별로 분류하였을 때, 우선 가공(Processing) 공정

의 근로자 수가 166명(2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금/도장/인쇄/절

단(Plating/Painting/Printing/Cutting) 공정의 근로자 수가 35명

(4.8%)으로 가장 적었다(Table 2).

2007년도에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근

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공정은 공무/기타(Public affairs/Other) 공

정으로 64.5%였으며, 가장 낮은 공정은 조립(Assembling) 공정으로

48.8%에 해당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시행하

는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공정은 금형/프레스/주물(Molding

/Press/Casting) 공정으로 75.0%였으며, 가장 낮은 공정은 포장/검사

(Packaging/Inspection) 공정으로 53.2%에 해당하였다.

3년간 장시간 근무지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정은 금형/프

레스/주물 공정으로 약 11.2%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리고 근로자 수 대비 교대근무 시행률이 가장 높은 공정은 도

금/도장/인쇄/절단 공정으로 48.6%였으며, 가장 낮은 공정은 조립

공정으로 1.6%에 해당하였다.

2010년도에 요통 증상을 호소한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공정은 금형/

프레스/주물 공정으로 32.5%였으며, 가장 적은 공정은 조립 공정으

로 17.1%에 해당하였다.

6점 이상의 RULA 값을 나타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공정은 도금/

도장/인쇄/절단 공정으로 34.3%에 해당하였으며, 가장 적은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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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공정으로 14.5%에 해당하였다(Figure 2). 중량물 작업이

가장 많은 공정은 출하 공정으로 40.9%, 가장 적은 공정은 공무/기

타 공정으로 28.0%에 해당하였으며, 상지를 이용한 반복작업이 가장

많은 공정은 도금/도장/인쇄/절단 공정으로 85.7%, 가장 적은 공정

은 공무/기타 공정으로 57.0%에 해당하였다.



- 19 -

Department categories Number

Working 

>48 hours

 in 2007

Working 

>48 hours

in 2010

Shift work
Low back 

pain in 2010

 Processing 166 97 (58.4) 97 (58.4) 56 (33.7) 31 (18.7)

 Packaging / Inspection 124 71 (57.3) 66 (53.2) 35 (28.2) 32 (25.8)

 Assembling 123 60 (48.8) 73 (59.3) 2 ( 1.6) 21 (17.1)

 Public affairs / Other 93 60 (64.5) 53 (57.0) 15 (16.1) 17 (18.3)

 Molding / Press / Casting 80 51 (63.8) 60 (75.0) 12 (15.0) 26 (32.5)

 Injection / Extrusion / Welding / Grinding 60 36 (60.0) 35 (58.3) 21 (35.0) 12 (20.0)

 Shipment 44 26 (59.1) 30 (68.2) 1 ( 2.3) 8 (18.2)

 Plating / Painting / Printing / Cutting 35 22 (62.9) 20 (57.1) 17 (48.6) 8 (22.9)

 Table 2.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category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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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ercentage of physical works in each department category



- 21 -

3) 장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요통 발생률의 차이와

관련 요인들의 비교

우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의 근무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에서 장시간 근무로 정의한 주당 48시간을 기준으로
18-20)
,

2007년 및 2010년도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시행하였

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을 4개의 그룹(Group)으로 분류하였다

(Table 3).

2007년도에 각 그룹 간 특성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에서, 일단 평균 연령의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에서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 analysis)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각 그룹의

RULA 동작분석 평균값과 중량물 작업, 반복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반면에 여성 근로자 및

2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하는 근로자 및 흡연자의 비율은 카이제

곱 추세검정(chi-square with trend test) 결과 각 그룹 간 유의한

추세차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교대근무자의 비율도 각 그룹 간 유의한 추세 차이가 관찰

되었으며 Group 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Group 3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장시간 근무 시행의 변화와 관련지어서 설명

하기는 어려웠다.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인 2010년도에서의 추적 조사



- 22 -

결과, 요통 발생률에서도 의미 있는 추세 차이가 관찰되었다. 우선

3년 전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이 감소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된 Group 2의 요통 발생률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 전부

터 지속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던 Group 1, 3년 전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된 Group 3, 3년 전

부터 지속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였던 Group 4의 순서로 요통 발

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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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Group 1

(N=192)

Group 2

(N=99)

Group 3

(N=110)

Group 4

(N=324)
Scheffe F-value p-value

2007, hrs/wk      48≥      48<      48≥      48<  

2010, hrs/wk      48≥      48≥       48<       48< 

Age, mean (SD) 40.9 ( 8.9) 39.3 ( 9.4) 41.5 ( 8.9) 39.1 ( 8.9) Group1=2=3=4 2.951   0.032*

Job tenure, mean (SD) 7.1 ( 5.4) 6.1 ( 4.9) 7.0 ( 5.3) 6.6 ( 5.6) Group1=2=3=4 0.912   0.435

Break time, mean (SD)  28.1 (16.9) 32.8 (20.2) 29.1 (17.9) 32.4 (21.8) Group1=2=3=4 2.540   0.055

RULA, mean (SD) 4.7 ( 0.9) 4.7 ( 0.9) 4.9 ( 1.0) 4.7 ( 1.0) Group1=2=3=4 1.441   0.230

Lifting heavy objects 66 (34.4) 46 (46.5) 46 (41.8) 102 (31.5) - -   0.245

Repeated movements 146 (76.0) 68 (68.7) 85 (77.3) 244 (75.3) - -   0.834

Female 81 (42.2) 32 (32.3) 27 (24.5) 76 (23.5) - -   0.000†

Marriage 145 (75.5) 72 (72.7) 79 (71.8) 229 (70.7) - -   0.240

Domestic labor (>2hr/d) 28 (14.6) 13 (13.1) 9 ( 8.2) 24 ( 7.4) - -   0.005†

Smoking (current) 62 (32.3) 38 (38.4) 48 (43.6) 135 (41.7) - -   0.035†

Drinking (≥3d/wk) 16 ( 8.3) 16 (16.2) 11 (10.0) 31 ( 9.6) - -   0.940

No exercise  100 (52.1) 61 (61.6) 52 (47.3) 183 (56.5) - -   0.601

Shift work 38 (19.8) 17 (17.2) 9 ( 8.2) 95 (29.3) - -   0.009†

Low back pain in 2010

 No 155 (80.7) 86 (86.9) 86 (78.2) 243 (75.0) - -   0.045†

 Yes 37 (19.3) 13 (13.1) 24 (21.8) 81 (25.0) - -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for low back pain between groups based on changes of weekly working tim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 : p<0.05 by one-way ANOVA
 † : p<0.05 by chi-square with tre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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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대근무 시행에 따른 요통 발생률의 차이와 관

련 요인들의 비교

3년간 지속적으로 교대근무(2조 2교대)를 시행했는지의 여부에 따

라 교대근무자(Shift work) 비교대근무자(Day work)로 분류하였다

(Table 4).

2007년도에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의 일반적, 작업관련 특성

이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에서, 교대근무자들의 평

균 연령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유의하게 길었

다. 또한 여성 근로자와 기혼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흡

연자의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들의 RULA 동작분석 평균값과 중량물

작업자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반복 작업의 경

우 교대근자들에서 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인 2010년도에서의 추적 조사

결과, 요통 발생 비율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2007년

도부터 3년간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근로자 전체 159명 중

약 31.4%에 해당하는 50명에서 요통이 발생하였고, 교대근무를 시행

하지 않았던 근로자 전체 566명 중 약 18.6%에 해당하는 105명에서

요통이 발생하여 교대근무자의 요통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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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ork schedule

p-valueDay work

(N=566)

Shift work

(N=159)

Age, mean (SD) 40.7 ( 9.0) 37.6 ( 8.7)    0.000*

Job tenure, mean (SD) 6.9 ( 5.5) 6.1 ( 5.1)    0.098

Working time, mean (SD) 51.2 ( 9.4) 58.9 (13.8)    0.000*

Break time, mean (SD) 30.5 (20.9) 32.0 (15.9)    0.420

RULA, mean (SD) 4.7 ( 1.0) 4.8 ( 1.0)    0.617

Lifting heavy objects 209 (36.9) 51 (32.1)    0.260

Repeated movements 414 (73.1) 129 (81.1)    0.040†

Female 180 (31.8) 36 (22.6)    0.026†

Marriage 421 (74.4) 104 (65.4)    0.025†

Domestic labor (>2hr/d) 59 (10.4) 15 ( 9.4)    0.716

Smoking (current) 208 (36.7) 75 (47.2)    0.017†

Drinking (≥3d/wk) 62 (11.0) 12 ( 7.5)    0.210

No exercise  307 (54.2) 89 (56.0)    0.698

Low back pain in 2010

 No 461 (81.4) 109 (68.6)    0.000†

 Yes 105 (18.6) 50 (31.4)   

 Table 4. Comparison of variables for low back pain between day worker   

 and shift worker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 : p<0.05 by t-test
 † : p<0.05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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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시행에 따른 요통 발생

률의 차이와 관련 요인들의 비교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의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하여 ① 3

년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지 않게 된 근로자(Day work & Group 1∼2), ② 교대근무를 하

지는 않았으나 장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혹은 하게 된 근로자(Day

work & Group 3∼4), ③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지 않게 된 근로자(Shift work & Group 1∼2), ④

교대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혹은 하게 된 근로자

(Shift work & Group 3∼4)의 4가지 통합된 클래스(Class)로 분류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5).

2007년도에 각 클래스 간 특성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하기 위

한 분석에서, 일단 평균 연령의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 analysis) 결과 Class

4의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클래스 간의

RULA 동작분석 평균값과 중량물 작업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추세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반복 작업자의 비율은 주로 교대

근무를 하는 Class 3와 4에서 주로 높은 추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 근로자 및 기혼자의 비율은 Class 1에서 가장 높았으

며, 흡연자의 비율은 Class 3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인 2010년도에서의 추적 조사

결과, 요통 발생률에서도 의미 있는 추세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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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를 통합하여 분류한 Class 1에서 4

로 갈수록 요통 발생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Class 1과 2를 비교하고 Class 3와 4를 비교함으로써 요통 발생에

대한 장시간 근무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Class 1과 3를

비교하고 Class 2와 4를 비교함으로써 요통 발생에 대한 교대근무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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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es
Class 1

(N=236)

Class 2

(N=330)

Class 3

(N=55)

Class 4

(N=104)
Scheffe F-value p-value

Schedule &

Groups

Day work & 

Group 1~2 

Day work & 

Group 3~4  

Shift work & 

Group 1~2  

Shift work &  

Group 3~4 

Age, mean (SD) 40.7 ( 8.9) 40.6 ( 9.0) 38.8 ( 9.7) 37.0 ( 8.0) Class4<1=2=3 6.857  0.001*

Job tenure, mean (SD) 6.7 ( 5.2) 7.1 ( 5.6) 7.1 ( 5.3) 5.6 ( 4.9) Class1=2=3=4 0.436  0.098

Break time, mean (SD) 29.6 (20.0) 31.2 (21.5) 30.2 ( 5.9) 32.9 (19.1) Class1=2=3=4 0.737  0.530

RULA, mean (SD) 4.7 ( 1.0) 4.8 ( 1.0) 4.8 ( 0.6) 4.8 ( 1.2) Class1=2=3=4 0.600  0.373

Lifting heavy objects 88 (37.3) 121 (36.7) 24 (43.6) 27 (26.0) - -  0.123

Repeated movements 169 (71.6) 245 (74.2) 45 (81.8) 84 (80.8) - -  0.039†

Female 100 (42.4) 80 (24.2) 13 (23.6) 23 (22.1) - -  0.000†

Marriage 177 (75.0) 244 (73.9) 40 (72.7) 64 (61.5) - -  0.016†

Domestic labor (＞2hr/d) 36 (15.3) 23 ( 7.0) 5 ( 9.1) 10 ( 9.6) - -  0.087

Smoking (current) 71 (30.1) 137 (41.5) 29 (52.7) 46 (44.2) - -  0.002†

Drinking (≥3d/wk) 26 (11.0) 36 (10.9) 6 (10.9) 6 ( 5.8) - -  0.181

No exercise  129 (54.7) 178 (53.9) 32 (58.2) 57 (54.8) - -  0.865

Low back pain in 2010

 No 199 (84.3) 262 (79.4) 42 (76.4) 67 (64.4) - -  0.000†

 Yes 37 (15.7) 68 (20.6) 13 (23.6) 37 (35.6) - -   

Table 5. Comparison of variables for low back pain between classes based on shift work & working tim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 : p<0.05 by one-way ANOVA
 † : p<0.05 by chi-square with tre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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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시간 근무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요통에

대한 교대근무의 영향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들은 실제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따라서 장시간 근무 변수

를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대근무가 요통 발생에 의미 있

는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멘델-헨젤 카이제곱검정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Table 6).

근로자들을 2007년 및 2010년도의 장시간 근무 시행여부를 기준

으로 4개의 그룹(Group)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교대근무의 시행여부

에 따른 요통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실제 모든 그룹에서 3년간 교대

근무를 시행한 근로자들의 요통 발생률이 더 높았다. 이를 멘델-헨

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장시간 근무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층화

분석을 시행하면, 요통 발생에 대한 교대근무의 비차비는 1.965(95%

CI : 1.307∼2.952)로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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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Schedule
Low back pain in 2010 Odds ratio 

(95% CI)
p-value

Yes No

Group 1  Shift work 10 (26.3) 28 (73.7)

1.965 

(1.307~2.952)
 0.001†

 Day work 27 (17.5) 127 (82.5)

Group 2  Shift work 3 (17.6) 14 (82.4)

 Day work 10 (12.2) 72 (87.8)

Group 3  Shift work 2 (22.2) 7 (77.8)

 Day work 22 (21.8) 79 (78.2)

Group 4  Shift work 35 (36.8) 60 (63.2)

 Day work 46 (20.1) 183 (79.9)

Table 6.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 of low back pain for shift work   

between groups based on changes of working tim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 : Same category as Table 3
 † : p<0.05 by Mantel-Haenszel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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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 시행에 따른 요통 발

생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우선 3년간 장시간 근무(주당 48시간 초과)의 시행 변화와 교대근

무(2조 2교대)의 시행 여부를 2가지 모델(Model 1, 2)의 카테고리로

조합하였으며 이는 Table 3∼5에서 분류하였던 것과 동일하였다

(Table 7-1, 7-2).

근무 스케쥴 요인(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휴식시간)과 물리적 작

업특성(RULA, 중량물 작업, 반복 작업)을 제외한 다른 관련 요인들

중 단변수 분석 상 p값이 0.25이하였던 변수는 연령과 성별이었으

며, 따라서 연령과 성별만을 보정한 결과(Model 1-1, 2-1)와 기타

요인들까지 모두 보정한 결과(Model 1-2, 2-2)를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근무연수의 경우 연령과 상관성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로, Table 7-1은 장시간 근무 시행여부로 분류한 4개 그룹

(Group 1∼4)과 교대근무의 시행여부(Yes or No)를 관련 요인들과

함께 보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우선 Model 1-1에서 장시간 근무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주당 근

무시간이 감소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된 Group 2를 기준으

로, 3년 전부터 계속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던 Group 1, 3년 전부

터 계속 장시간 근무를 하였던 Group 4, 3년 전에 비해 주당 근무

시간이 증가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Group 3의 순서로 요통

발생에 대한 비차비(odds ratio)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그

중 Group 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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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년간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근로자들이 시행하

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요통 발생에 대한 유의한 비차비의 증가

를 보여주었으며, 근무 중 휴식시간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

다.

또한 연령과 성별은 단변수 분석 상에서는 유의성을 나타내었으

나 보정된 결과에서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작업 특성과 관

련해서는 RULA와 중량물 작업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

나, 반복 작업의 경우에는 유의한 비차비 상승을 나타내었다.

이후 앞서 분석한 Model 1-1을 결혼여부와 흡연, 음주, 운동 및

가사노동까지 보정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으며(Model 1-2), 그 결과

우선 장시간 근무의 경우, 앞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Group 2

를 기준으로, Group 1, Group 4, Group 3의 순서로 요통 발생에 대

한 비차비(odds ratio)가 증가하였다. 그 중 3년 전부터 계속 장시간

근무를 지속한 Group 4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과 성별만

을 보정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대근무와 근무 중 휴식시간, 물리적 작업특성(RULA, 중량물 작

업, 반복 작업) 및 연령과 성별은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로, Table 7-2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에 대한 카테

고리를 통합(Combine category)하였으며, 이를 관련 요인들과 함께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우선 Model 2-1에서 3년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지 않게 된 근로자(Day work

& Group 1∼2)들을 기준으로 하여, 교대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장

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혹은 하게 된 근로자(Day work & Grou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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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지

않게 된 근로자(Shift work & Group 1∼2), 교대근무를 하면서 장

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혹은 하게 된 근로자(Shift work & Group 3

∼4)의 순서대로 요통 발생에 대한 비차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

었으며, 그 중 교대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혹은 하

게 된 근로자들(Shift work & Group 3∼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

차비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령과 성별은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작업 특성과 관

련하여 RULA와 중량물 작업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반복 작업의 경우에는 유의한 비차비 상승을 나타내었다.

이후 앞서 분석한 Model 2-1을 결혼여부와 흡연, 음주, 운동 및

가사노동까지 보정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으며(Model 2-2), 그 결과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를 통합한 카테고리에서 앞서 분석한 결과

와 같은 양상의 비차비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근무 중 휴식시간 및 물리적 작업특성(RULA, 중량물 작

업, 반복 작업)과 연령 및 성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분석한 결과

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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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dds ratio (95% CI)

Model 1-1 Model 1-2†

Age (years) 0.979 (0.958~1.000) 0.986 (0.960~1.013)

Sex

 Male 1.000 1.000 

 Female 1.497 (0.983~2.278) 1.487 (0.817~2.708)

RULA 0.937 (0.779~1.127) 0.941 (0.781~1.134)

Lifting heavy objects

 No 1.000 1.000 

 Yes 0.921 (0.624~1.361) 0.931 (0.627~1.382)

Repeated movements

 No 1.000 1.000

 Yes 1.687 (1.056~2.695) 1.677 (1.045~2.690)

Break time (min/d)

 30≤ 1.000 1.000 

 30＞ 0.998 (0.679~1.465) 1.002 (0.680~1.478)

Shift work

 No 1.000 1.000

 Yes 1.851 (1.210~2.832) 1.826 (1.188~2.804)

Working time category*

 Group 2 1.000 1.000

 Group 1 1.503 (0.748~3.021) 1.476 (0.731~2.981)

 Group 4 2.074 (1.078~3.988) 1.981 (1.024~3.830)

 Group 3 2.124 (0.996~4.530) 2.036 (0.947~4.373)

Table 7-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ing association 

between work schedules and low back pain in two models

* : Same category as Table 3
† : Also adjusted for marriage, smoking, drinking, domestic labor,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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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dds ratio (95% CI)

Model 2-1 Model 2-2†

Age (years) 0.980 (0.959~1.001) 0.987 (0.961~1.014)

Sex

 Male 1.000 1.000 

 Female 1.495 (0.982~2.278) 1.489 (0.818~2.710)

RULA 0.940 (0.782~1.131) 0.944 (0.784~1.137)

Lifting heavy objects

 No 1.000 1.000

 Yes 0.904 (0.613~1.333) 0.912 (0.616~1.350)

Repeated movements

 No 1.000 1.000

 Yes 1.708 (1.070~2.728) 1.702 (1.062~2.728)

Break time (min/d)

 30≤ 1.000 1.000 

 30＞ 0.998 (0.678~1.470) 1.006 (0.680~1.487)

Combine category*

 Day work & Group 1,2 1.000 1.000

 Day work & Group 3,4 1.514 (0.960~2.388) 1.473 (0.930~2.334)

 Shift work & Group 1,2 1.692 (0.803~3.565) 1.692 (0.798~3.585)

 Shift work & Group 3,4 2.921 (1.674~5.097) 2.774 (1.580~4.871)

Table 7-2.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ing association 

between work schedules and low back pain in two models

* : Same category as Table 5
† : Also adjusted for marriage, smoking, drinking, domestic labor,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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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근골격계 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관련 요인 중에는 근무

스케쥴과 관련한 근무시간 및 교대근무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14-16),

동일 근로자들의 추적조사를 통한 요통 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는 요통 발생에 각각 독립적으로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통 발생에 있어서 작업 자세와 부하 등이 주요한 원인임은 기

존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 있으므로6,34-35), 이에 대한 변화를 통제

하기 위해서 3년간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작업을 지속하는 생산

직 근로자들로 연구대상을 한정지어 물리적인 작업 부담의 변화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 중심의 생산직 근로

자로 업종을 한정하여 업무 특성을 맞추고자 하였다.

코호트 연구의 단점 중에 하나는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변화를 분석에 반영하고자 요통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가정한 장

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요통 발생 여부와 함

께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장시간 근무는 3년간의 시행여부

에 따라 근로자들을 4개의 그룹(Group)으로 범주화 하게 되었으며,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3년간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작업을 지속하

는 근로자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한 결과 시행여부가 변화한 근로자

가 없어서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이후

범주화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작업관련 특성을 비교하였고

결과적으로 요통 발생이 어느 쪽에서 높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장시간 근무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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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에서 장시간 근무로 정의한

주당 48시간을 기준으로 2007년 및 2010년도에서의 장시간 근무 시

행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을 4개의 그룹(Group)으로 분류하였을 때

18-20), 결과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한 Group 4의 요

통 발생률이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 각 그룹 간 특성 비교에서 여성

근로자와 2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자의 비율이 Group 4에서 가장 적

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발생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장시간

근무가 요통 발생의 주요하고 강력한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한 것이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시작시기에는 장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3년 후에는 하고 있

지 않은 그룹(Group 2)의 요통 발생 비율이 가장 유의하게 낮았는

데, 이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낮추어 요통

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통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의 단축

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해결방안이라 판단되며, 다른 신체 부

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향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

각된다.

기존의 몇몇 연구들을 통해 장시간 근무와 요통 증상 간의 연관

성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장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평상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통을 비롯한 근골

격계 증상률이 높다는 연구결과37-39)가 중론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인 활동 및 요구가 많아지고, 또

한 그만큼 여러 위험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짐과 동시에 다음

근무 시작 전까지의 근골격계의 휴식 및 회복 시간이 줄어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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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0-4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에 따르면
44)
, 2011년 기준으로 우

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

가 중 유일하게 2000시간을 넘었으며 독일은 1,413시간, 프랑스는

1,476시간, 일본은 1,728시간, 미국은 1,787시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는 이미 2003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확

보하였지만, 현실화하기까지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난관이 남

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대근무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2조 2교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2011년 발표한 근로시간 실태

조사 결과45)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15.2%가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조 2교대제가 6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실제 본 연구에서의 2조 2교대는 대부분 1주일을 주기로 하여 주

야간작업이 바뀌는 형태였으며,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전

반기에 사라진, 근로자들의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형태의 교

대형태로써 1주일 만에 근무시간이 낮에서 밤으로 바뀜으로 인해

생체리듬과 수면주기의 변동이 가장 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6).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3년간 지속적으로 2조 2교대 형태의

교대근무를 시행한 근로자들과 시행하지 않은 근로자들로 분류하였

으며, 결과적으로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근로자들의 요통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몇몇 연구를 통해 교대근무와 요통을 비롯한 근골격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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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원인 기전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였다. MRI를 이용하여 5년간 41명의 무증상자들을 대상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한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47)
, 야간 교대근무가 연

령, 성별, 체질량지수 등을 보정하여도 요추 디스크의 퇴행에 있어

상당히 유의한(OR, 23.01; CI, 1.26∼421.31) 요인임을 밝혔으며, 그

원인으로 디스크는 혈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영양 공급은 압력 의존성 액체 이동(pressure dependent fluid shift)

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

전에 대한 리듬이 교란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7-48).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물리적인 긴장도와 정신적인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라 가

정한 바 있으며49), 실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높은 수준

을 기록하기도 하였다4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간 작업과 같은

작업량을 감당함으로 인해 업무량과 업무 부담도가 증가하기 때문

일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으며50), 그 외에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생활 주기가 일정치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수면 장애

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골격계 증상률이 높다는

연구결과14-16,51-53)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반면에 교대근무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54-57)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더 많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를 시행한 그룹의 주당 근무시간이 유

의하게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2011년 발표

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45)에 따르면 교대제 사업장 교대근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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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기준)의 주당 실 근로시간은 45.6시간으로 임금 근로자 전

체의 주당 근로시간(41.3시간)보다 4시간 이상 길었으며, 교대제 형

태별로는 2조 격일제의 주당 실 근로시간이 49.2시간으로 가장 길었

고, 2조 2교대제(46.3시간), 3조 2교대제(43.8시간) 순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와 요통 발생 간에 연관성이 관찰된 이유들

중의 하나로 교대근무가 장시간 근무를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추론

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 시행 변화를 보정한 상태에서

교대근무가 요통 발생에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의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하여

① 3년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지 않게 된 근로자(Day work & Group 1∼2), ② 교대근무

를 하지는 않았으나 장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혹은 하게 된 근로자

(Day work & Group 3∼4), ③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지 않게 된 근로자(Shift work & Group 1∼

2), ④ 교대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혹은 하게 된 근

로자(Shift work & Group 3∼4)의 4가지 통합된 클래스(Class)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는 요통 발생

에 있어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하였다. 그 이유는 Class 1과 2 또는 Class 3와 4를 비교하면 같은

비교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들에서 장시간 근무를 시행하였는지

에 따라 발병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Class 1과 3 또는

Class 2와 4를 비교하면 같은 근무시간 조건하에서 교대근무를 시행

하였는지에 따라 발병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Class 1에서 4로 갈수록 요통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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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를 동시에 실시하는 Class 4가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Class 2나 3보다 유의하게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대근무자가 비교대근무자들에 비해 장시간

근무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통 발생에 있어서는 각각 독립적

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멘델-헨젤 카이

제곱검정(Mantel-Haenszel chi-square test)을 통해 장시간 근무 변

수를 통제한 이후 층화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에도 교대근무는 요통

발생에 있어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결국 교대근무는 장시간

근무와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써 요통 발생에 의미를 갖는 요인임

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잘 통제된 결과를 얻기 위해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의 시행여부가 다른 관련 요인들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요

통 발생에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주제인 근무 스케쥴 요인(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등)과 요통

발생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인 물리적 작업특성(RULA, 중량

물 작업, 반복 작업)을 제외한 다른 관련 요인들을 대상으로 단변수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유의성이 관찰된 변수는 연령과 성별 뿐 이

었으며, 따라서 연령과 성별만을 보정한 결과(Model 1-1, 2-1)와 모

든 요인들을 보정한 결과(Model 1-2, 2-2)를 제시하여 다양한 해석

이 가능하게 하였다.

첫 번째 모델 분석의 경우, 결과적으로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는

다른 관련요인들을 보정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각각 독립적으로

요통 발생에 있어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 42 -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요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무

에 대한 개선과 교대근무에 대한 개선 모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또한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장시간 근무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3년 전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

이 감소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된 Group 2를 기준

(reference)범주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주당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Group 3와 장시간 근무를 지속한 Group

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차비의 증가를 보였다. Table 3에서

Group 4의 요통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 다르게 이 분석에

서는 Group 3에서 가장 높은 비차비 값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은 3년간 장시간 근무를 지속한Group 4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시간 근무(주당 48시간 초과)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근로자의 요통 발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반면에 기존에 비해 근무시간이 감소하

여 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변화(Group 2)는 요통 발생률을

의미 있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주당 48시간 이하로 낮추게 된다면, 이 분석에서 가장

낮은 요통 발병률을 보여 참조(reference)범주로 지정한 Group 2에

해당하게 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과 요통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우선 연령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근력의 저하와 디스크의 퇴행 등

으로 인해 요통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는 반면58-59), 오히려

통증에 대한 역치가 높아져서 심하지 않은 요통 증상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있었다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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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경우 다른 관련 요인들을 보정하였을 때, 요

통 증상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Table 3∼

5에서 각 그룹 간 연령의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실제 요통의 발생과

는 관련성이 적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과 요통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생리학적으로 남성과는 다른 호르몬 분비와 근육 및

지방의 분포,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요통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었으며

62-63),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다른 관련 요인들을 보정하지 않

았을 때는 유의한 비차비의 상승을 보였으나 보정 후에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Table 3∼5에서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들 중 여성 근로자가 유의하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발

병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가 강력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물리적인 신체적 부하와 관련된 지표들인 RULA와 중량물

작업, 반복 작업과 관련해서는 상지를 사용한 반복 작업만이 요통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작업 자세와 중

량물 작업이 요통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많았으나32,64-65),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운전 및 운송 관

련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중량물

작업이 이제까지 알려져 왔던 사실과는 다르게 요통 증상과는 관련

이 없었고 오히려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가 작업관련성 요통과 유

의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결과도 접할 수 있었으며48), 또한 한 순간

의 작업 자세를 분석한다거나 중량물 작업의 시간과 양을 측정한

결과만으로는 요통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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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34,66)
. 그러나 본 연구에서 현실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모

두 RULA로 평가하기가 어려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하는 근

로자들 5명당 1명의 비율로 시행하였다는 점과, 중량물 작업을 “하

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또는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

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 연구 결

과에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욱 정확한 평가가 동반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반면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

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 비추어보면 반복적인 상지 작업에 의

한 척추의 안정성 상실과 비대칭적 근육사용으로 인한 근육피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67-68), Table 4와 5에서 확인하였듯이 교대근무

자의 경우 유의하게 반복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는

데 그로 인해 요통 발생의 증가폭이 더욱 켜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반복 작업을 통제하였을 때

에도 교대근무는 여전히 독립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상 개선하

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선천적 요소인 연령이나 성별, 또는 작업을

할 때 신체에 주어지는 작업 강도나 부하보다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가 요통 발생에

있어 더욱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만

있다면 작업관련성 질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통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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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앞으로

전향적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뒷받

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모델 분석의 경우,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를 통합하여 4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과

성별을 비롯한 다른 관련 요인들은 모두 Model 1에서와 같은 결과

를 나타냈으며, 물리적인 신체적 부하와 관련된 지표들인 RULA와

중량물 작업, 반복 작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지를 사용한 반

복 작업만이 요통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 관련해서는 3년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당 48시간을 초

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하였거나 근무시간이 증가되어 장시간 근무

를 하게 된 근로자들의 경우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 경우에 비해

서 유의하게 높은 비차비를 보여주었으며, 결국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는 각각 독립적으로 요통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각 공정 카테고리별 요통 발생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발생

률을 보인 공정은 금형/프레스/주물 공정으로 32.5%에 해당하였으

며,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인 공정은 조립 공정으로 17.1%에 해당하

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을 본 연구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금

형/프레스/주물 공정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10년의 근무시간이 다

른 공정들에 비해 월등히 늘어나 업무 부담도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조립 공정의 경우에는 다른 공정들에 비해 근무시간

이 짧았고 교대근무자의 비율도 낮아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도가 적

었던 것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Table 2).

현실적으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주야간 교대근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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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장시간 근무가 필요할 수 있음은 인

정된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는

인체 생체리듬에 큰 부담을 주고, 수면장해와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

며 순환기질환, 소화기질환, 생식질환, 악성종양, 작업 중 외상과 같

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22-26)
, 기업으

로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인원 확충을 통해 장시간 근로와

교대근무를 줄여나가야 하며 특히 야간근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업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장시간 근

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OECD가 2013년도에 발표한 '구

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 따르면69), 우리나라의 연간

근무시간은 OECD 34개국 중 1위인 데 반해 실제 노동생산성은 매

우 낮아 2011년도 기준으로 OECD 1인당 GDP 상위 17개국 평균보

다 무려 46.5%나 낮았다고 한다. 이를 해석하자면,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의 근로자들보다

생산성이 겨우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장시간 근무

와 교대근무를 지속하게 된다면 피로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국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70-72).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 있어 최근에 쟁점화 되고

있는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를 주제로 요통 발생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추후 이에 대한 개선 및 예방 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전의 요통을 비롯한 근골

격계 관련 연구들은 1회성 단면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인과관

계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제한점을 지녔으나, 본 연구는 동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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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상대로 3년간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그리고 요통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인천 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 26개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연구

대상으로 확보한 회사와 근로자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았고, 추적관

찰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누락된 근로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향후

보다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규모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전향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다.

둘째, 연구방법 자체가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이기에 주관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

며 회상 편견(recall bias)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 26개의 전체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4인 1팀이 현장에 방문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함과 동

시에 회사 담당자에게 설문조사 내용과 실제 작업현장의 상황이 일

치하는지를 대조, 확인하였고 동작분석과 작업특성에 대한 현장조사

를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에게도 설문내용을 다시 한 번 대면확인 하

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고

생각한다.

셋째, 조사된 사업장들의 세부 업종을 일치시키지 못하였다. 국내

대기업 자동차회사의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 위주로 선별하고

생산직 근로자로만 대상을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26개 회

사들의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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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업 내용이나 공정 흐름도 일치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한 제

한점을 최소화하고자 저자는 모든 작업 자세에서 적용이 가능한

RULA 평가를 통해 일관된 물리적 부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중량물 작업과 반복 작업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4인 1팀이 일관

되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

다.

넷째,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주어지는 물리적 부하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통제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동작분석과 중량물 작업, 반

복 작업에 대한 조사는 연구 시작 시점인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

이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 내용이 바뀌거나 작업 부하

가 달라지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3년간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작업을 시행하였던 근로자들만 결과적으로 연구대

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물리적 부하의 변화를 최대한 통제하여 이에

대한 제한점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완벽한

통제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요통 발생에 대한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의 영향력 평가에 있어 혼란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서 요통에 대한 과거력을 반영하지 못하

였다. 과거에 요통과 관련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거나 손상 경

험이 있는 경우를 보정하지 못해 요통이 발생한 사람들이 처음 발

생한 것인지 아니면 재발한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만이 아닌 과거 1년 동안의

요통 증상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일부 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판단되며 앞으로 과거력을 보정한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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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제한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장시

간 근무와 교대근무는 근로자들의 요통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관련 요인들을 보정하였을 때도 일

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저자는 현재 국내의 작업관련성 근

골격계 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관련성 요통을 예방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쟁점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장

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서 현실적인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향후 요통을 비롯한 다른 신체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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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Sample survey questionnaire.

근골격계 질환 (요통) 증상조사표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

(구체적으로)

 작업 내용 :                                                            

 작업 기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주당 

근무시간
 평균적으로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      분씩     회 휴식

교대근무

 현재 교대근무를 합니까?    □ 아니오      □ 예

 교대근무 유형 :  □ 2조 격일제     □ 2조 2교대     □ 3조 3교대    

                   □ 3조 2교대      □ 4조 3교대     □ 4조 2교대    

                   □ 기타             

1.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피우지 않는다 □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끊음 □ 피운다

2. 귀하의 음주(술) 습관은 어떻습니까?

□ 거의 마시지 않는다 □ 일주일에 1-2회 이하 □ 일주일에 3회 이상

3.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 일주일에 3회 이상 □ 일주일에 1-2회 □ 전혀 하지 않거나 월 3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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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작업강도(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전혀 힘들지 않다 (1점) □ 견딜만 하다 (2점)

□ 약간 힘들다 (3점) □ 매우 힘들다 (4점)

6. 진료나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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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3.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예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

병원 ․ 한의원 치료

약국 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Appendix 1-2. Sample survey questionnaire.

II.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허리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

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

이 있습니까?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

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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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 RULA assessment work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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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 RULA assessment work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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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Long Working Hours and

Shift Work on Incidence of Low Back Pain :

3 years follow-up survey

Lee Deul

Department of Industri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hich contribute to a

large portion of occupational disease, are becoming serious social

problems nowaday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schedule(long working hours, shift

work) and low back pain.

Methods

Questionnaire and job characteristic surveys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26 companies were performed in 2007.

After 3 years, in 2010, a symptom questionnaire was given to

workers in same companies. Finally, 725 same worker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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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in final study. We used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hich asked questions about age, sex, marriage,

smoking, drinking, exercise, domestic labor, department, job

tenure, working time, break time and shift work. Also we

surveyed about heavy lifting work and repeat work.

Results

According to analysis of divided groups by work schedules,

long working hours and shift work are significant factors to

incidence of low back pain. And those are also independent

factors to incidence of low back pain according to adjusted

analysis.

According to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long working

hours and shift work are significant factors to incidence of low

back pain, too.

Conclusions

Our findings suggest that modifying of long working hours and

shift work may decrease the risks of low back pain. Therefore,

preventive strategies are needed to control the negative effects of

long working hours and shift work in workplace.

Keywords : Low back pain, Long working hours, Shift work.

Student number : 2010-2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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