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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우울정도와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근로자의 우울감소

를 한 재 로그램 개발과 건강증진 략에 기 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여성 근로자 176명을 상

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일반  특성, 작업 련 특성, 우울에 하여 자료수집을 하 으며, SPSS 

17.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작업강도, 작업시 요구되는 집 도, 진동여부, 작업

수행의 어려움 정도, 작업 스트 스는 우울과 양의 상 계를 보 고, 물리  작업환경은 우울과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는 작업강도, 작업수행의 어려움 정도가 

우울수 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우울감소를 한 작업조건과 

효과 인 우울 재 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우울∣여성근로자∣작업조건∣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female labor workers. In order to 

identify health promotion strategies and intervention program to reduce depression of female 

labor workers. The participants were 176 female worke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personal characteristics, duty related,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Using a SPSS/WIN 17.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ocedures were employed. As 

follows on the results; In Correlation analysis, work intensity, work concentration ,vibration, 

work difficulty and job str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In multiple Regression, 

work intensity and work difficulty were significantly explained by depression. Given the 

findings, Do nevertheless support the need to develop effective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factors which work related condition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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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1년 7월 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 25,473만

명  취업자는 24,636만명으로 고용률은 60.0%이며,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0,256만명으로 49.2%를 차지하고 

있다[1]. 한 최근 사업장 근로자의 구성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1,2차 산업 종사자의 감소와 3차 산업 종사

자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와 여성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23

근로자의 증가로 건강요구와 건강문제가 변화하고 있

다[2].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산업장에서 직무 이외에 사

회 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  부

담감이 남성 근로자에 비하여 상 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3] 특히 임신, 육아 등 신체 인 부담과 가사노

동  사회 인 부담이 가 되고 있고, 생리 , 신체 , 

사회 으로 열악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건강 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는 직무스트 스로 인해 우울수 이 남

자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3], 직

장과 가정의 이  역할과 더불어 근무 이외의 노동 부

담과 같은 직업 외  요인을 가지고 있어 심리  부담

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4]. 한 여성 근

로자는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상 으로 상사나 동료

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으며 사회  지지에 

한 낮은 기 는 직무 스트 스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건강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3]. 

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향은 신

체 , 정신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특히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트 스를 포함하

는 불안과 긴장, 불만, 무기력, 갈등 등의 정신건강 호소

수가 높았고[5-7], 건강수 이 열악한 상태에 높이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작업환경과 근로자 정신건강과의 

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산업장의 작업환경과 

련이 깊은 우울은 작업능력 손실의 주원인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와 조직 효율의 하는 심각한 상태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우울은 근로자의 약 25%가 가지고 있는 정신  질병

으로[9] 당뇨병, 고 압 등의 타 질환에 비해 근로자의 

업무손실이 높고, 재발률 한 타 질환에 비해 높아 보

건학 , 사회  심이 고조되고 있다[10]. 근로자의 건

강상태와 작업특성,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은 모든 근

로자와 계가 있으나, 특히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1]. 이와 같이 여

성근로자는 직업과 련한 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

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장 여성 근로자의 우울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사회의 건강수 에도 향을 미치는 등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산업장의 조직 

성과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울에 의한 단기 

업무 손실이 당뇨병이나 고 압에 의한 것보다 높아서

[11] 우울은 산업보건에서 근로자들에게 요한 당면과

제가 되었다. 근로자에게 우울은 그 원인과 결과에 있

어서 효과가 복잡하고 범 하여 작업환경 반

에 걸쳐서 향을 미치므로 련 요인을 규명하고 그 

요인에 따른 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울의 경우 우울증 험수 에 한 효과 인 방

과 치료를 통해 업무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우울과 

연 된 작업장 내 작업 환경 요인 등 우울 련 요인들

을 규명하여 이에 한 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 근로자의 정신  안녕을 도모하기 한 총 인 

건강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근거

를 바탕으로 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 략을 수립하

고 근로자의 우울수 과 작업환경조건이 고려된 건강

증진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우울 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근무조건이나 직무 스트 스 

등에 한 연구[3-6]][10][12]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으나 특히 여성 근로자의 작업환경 련 우울 요인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개 

산업장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 정도와 우울 련 요

인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우울은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다룰 때뿐만 아니라  공 보건학

 문제에 있어서도 요한 요소 의 하나이기 때문에

[12] 그 부분에 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근로자의 일반  특성, 근로  작업 

련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문제 을 밝힘으로써 여

성근로자의 효율 인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의 우울에 한 효과 인 재 

근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개 사업장의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일반  특

성, 근로  작업 련 특성을 악한다.

둘째,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 련 요인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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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경북 상주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

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생닭을 손질, 가공, 포장하는 일

련의 과정을 수행하며 총 근로자 500명  176명을 편의 

표집하 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1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사내 보건실 보건 리자가 연구의 목 과 자

료수집 후 설문지에 한 모든 내용은 익명보장과 연구

의 목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을 강조한 후 연구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근로자를 상으로 서면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

다. 응답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배부된 설문지 

500부  회수된 설문지는 195부이었는데 무응답이 많

아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19부를 제외한 176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3.1 우울수준
우울수 의 측정은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에서 역학조사용으로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13]의 한국  CES-D를 사용하 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4  척도

를 이용하여 부정 인 문항에는 그 지 않다 0 , 가끔 

그 다 1 , 자주 그 다 2 , 항상 그 다 3 을 주었

고, 정 인 문항에는 역으로 그 지 않다 3 , 가끔 

그 다 2 , 자주 그 다 1 , 항상 그 다 0 을 주어 

총 은 60 이다. 21  미만은 정상군, 21  이상은 우

울군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08이었다.

3.2 근무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의 근무 련 특성은 [14]의 연구에서 사

용한 업무유형, 근무유형, 근무기간, 1주 근무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3.3 작업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의 작업 련 특성은 작업 도(작업강도, 

작업속도, 작업 시 요구집 도), 작업공간, 물리  작업

환경, 작업내용(손으로 취 하는 최 무게, 한 손의 최

 힘, 하루 작업시간, 진동정도, 시각  요구도, 작업수

행 어려움 정도, 작업스트 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일개 사업장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 요

인을 악하고, 련성을 분석하여 향 요인을 탐색하

기 한 서술  상 계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 근로  작업 

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우울수 은 평균, 표 편

차, 일반  특성과 우울수 과의 비교는 χ2 - test, 

ANOVA로 분석하 다. 일반  특성, 근로  작업 

련 특성에 한 상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우울수 과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0  2.8%, 30  6.3%, 40  38.1%, 50  52.8% 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 3.4%, 기혼이 94.9%, 기타 1.7%이었

고, 동거가족수는 2명 27.1%, 3명 이상 54.7% 순으로 나

타났다. 동거가족수는 없음 5.7%, 1명 13.6%, 2명 

26.1%, 3명 이상 54.5%이었고, 경제상태는  이상 

49.4%, 하 50.6% 이었다. 교육정도는 졸이하 16.5%, 

졸 25.6%, 고졸 53.4%, 졸 이상 4.5%이었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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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SD t or F p
연령 20대    5(2.8) 24.8±14.72 .232   .874

30대 11(6.3) 25.8±14.52
40대 67(38.1) 23.1±11.35
50대 93(52.8) 23.2±11.62

결혼여부 미혼 6(3.4) 27.0±13.34 .374   .688
기혼 167(94.9) 23.1±11.61
기타 3(1.7) 21.0±11.79

동거
가족수

없음 10(5.7) 25.5±12.31 .131   .941
1명 24(13.6) 21.5±10.34
2명 46(26.1) 22.8±11.61

3명이상 96(54.5) 23.6±11.97
경제상태 중 87(49.4) 22.7±11.77 .383   .537

하 89(50.6) 23.8±11.52
교육정도 초졸이하 29(16.5) 21.3±11.25 1.691   .171

중졸 45(25.6) 23.7±12.03
고졸 94(53.4) 22.9±11.34

초대졸이하 8(4.5) 31.5±12.46
우울정도                           176(100.0) 

23.2±11.62             380.20          .000**

표 1. 일반적 특성과 우울정도                  (N=176) 

구분 N(%) M±SD t or F p
근무유형 정상근무 33(18.8) 22.1±11.51 1.098 .336

2교대 54(30.7) 23.8±11.81
기타(종일근무) 89(50.6) 25.5±11.58

근무기간 5년이하 112(63.6) 23.5±12.03 .180 .672
6년이상 64(36.4) 22.7±10.96

1주
근무시간

40시간이하 7(4.0) 23.4±9.14 .099 .906
40-55시간 23(13.1) 22.2±11.16
56시간이상 146(83.0) 23.4±11.85

  * p<0.05, **p<0.01, ***p<0.001

표 2. 근무특성과 우울정도                     (N=176)

유형은 정상근무 18.8%, 2교  30.7%, 기타(1일 종일근

무) 50.6%이었다. 근무기간은 5년 이하 63.6%, 6년 이상 

36.4% 이었고, 1주일 근무시간은 56시간 이상 83.0%, 

40-55시간 13.1%, 40시간 이하 4.0%이었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즉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수, 경

제상태, 교육정도에 따른 우울을 살펴볼 때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표 1].

* p<0.05, **p<0.01, ***p<0.001                           

2. 근무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본 연구 상자의 근무 련 특성 즉 근무유형. 근무

기간, 1주일 근무시간에 따른 우울을 살펴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3. 작업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본 연구 상자의 작업 련 특성에서 작업강도는 약

간 힘들다 28.4%, 힘들다 27.3%, 매우 힘들다 26.7%, 아

주 힘듬 13.1% 순이었고, 작업강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0).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워있는 것 같이 매우 편안한 경우와 힘들거나 아주 힘

드는 경우 우울 수가 높았다. 작업속도는 약간 빠르다 

35.2%, 매우 빠르다 29.5%, 보통이다 26.1% 순이었고, 

작업속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5). 

작업시 요구되는 집 도는 매우 요구된다 46.6%, 보통

이다 27.3%, 약간 요구된다 18.8% 순이었고, 작업시 요

구되는 집 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집 도가 약간 요구

되는 경우 우울 수가 가장 낮았고, 오히려 집 도가 

별로 요구되지 않거나, 거의 요구되지 않은 경우 우울

수가 높았다. 작업공간은 보통이다 42.6%, 매우 비좁

다 26.7%, 약간 비좁다 19.9% 순으로 나타났고, 작업공

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9). 물리

 작업환경은 약간 열악하다 22.70%, 매우 열악하다 

27.8%, 보통이다 44.3% 순이었으며, 물리  작업환경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사후검정

을 시행한 결과, 물리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할수록 

우울 수가 가장 높았다. 손으로 취 하는 최 무게는 

가볍다 14.8%, 보통이다 21.6%, 무겁다 33.5%, 매우 무

겁다 30.1%이었고, 손으로 취 하는 최 무게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0). 한 손의 최  힘

은 무겁다 48.3%, 보통이다 43.8%, 가볍다 8.0% 순이었

고, 한 손의 최  힘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831). 하루 작업시간은 4시간 이상의 경우가 

84.1%이었고, 하루 작업시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185). 진동정도는 거의 없다 38.1%, 가

끔 느낀다 48.9%, 자주 느낀다 13.1%이었고, 진동정도

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사후검

정을 시행한 결과, 진동을 느끼는 정도가 잦을수록 우

울 수가 높았다. 시각  요구도는 많다 77.8%, 다 

22.2%이었고, 시각  요구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854). 작업수행 어려움정도는 가끔 있

다 61.9%, 자주 있다 28.4%,  없다 9.7%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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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SD t or F p 사후분석
작업강도 누워있는정도a 3(1.7) 28.3±7.51 4.605 .000*** a<b<c<d<e,

b<c<d<e<f<g매우편안b 2(1.1) 130±4.24
약간편안c 3(1.7) 15.2±11.77
약간힘듬d 50(28.4) 17.3±10.05
힘듬e 48(27.3) 20.5±12.79
매우힘듬f 47(26.7) 24.6±11.93
아주힘듬g 23(13.1) 31.0±13.79

작업속도 매우여유 3(1.7) 34.0±4.36 2.1641 .075
약간여유 13(7.4) 23.7±15.66
보통 46(26.1) 19.9±10.47
약간빠르다 62(35.2) 23.1±9.99
매우빠르다 52(29.5) 25.6±12.92

작업 시 요구되는 
집중도

매우요구a 82(46.6) 23.5±11.12 4.686 .001** b<c<a,
c<a<d,
d<e

약간요구b 33(18.8) 18.5±9.83
보통c 48(27.3) 23.2±11.84
별로요구안됨d 5(2.8) 29.0±10.00
거의요구안됨e 8(4.5) 36.5±13.19

작업공간 매우비좁음 47(26.7) 26.2±11.58 2.319 .059
약간비좁음 35(19.9) 19.0±11.60
보통 75(42.6) 24.0±11.65
약간넉넉함 12(6.8) 20.1±8.71
매우넉넉함 7(4.0) 21.6±11.59

물리적
작업환경

매우열악a 49(27.8) 28.7±12.61 5.528 .000*** b<e<c<d<a
약간열악b 40(22.7) 18.0±9.94
보통c 78(44.3) 22.5±9.98
약간좋음d 5(2.8) 26.6±13.16
매우좋음e 4(2.3) 19.3±19.17

손으로 
취급하는 
최대무게

가볍다 26(14.8) 27.7±13.02 2.397 .070
보통이다 38(21.6) 21.8±10.53
무겁다 59(33.5) 21.1±10.65
매우무겁다 53(30.1) 24.5±12.34

한 손의 
최대 힘

가볍다 14(8.0) 22.3±13.38 .187 .831
보통이다 77(43.8) 22.8±11.42
무겁다 85(48.3) 23.8±11.62

하루작업시간 2시간이하 14(8.0) 19.3±10.27 1.702 .185
2-4시간 14(8.0) 27.4±9.54
4시간이상 148(84.1) 23.2±11.85

진동여부 거의없음a 67(38.1) 18.8±9.13 11.891 .000*** a, b, c
가끔느낌b 86(48.9) 24.6±11.32
자주느낌c 23(13.1) 30.9±14.15

작업의 시각적요구도 적다 39(22.2) 22.9±11.21 .034 .854
높다 137(77.8) 23.3±11.78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

전혀 없음a 17(9.7) 14.3±7.63 17.455 .000*** a, b, c
가끔 있음b 109(61.9) 21.5±10.12
자주 느낌c 50(28.4) 30.0±12.52

작업스트레스 전혀받지않음a 7(4.0) 22.3±11.30 4.506 .005** b<c<a<d
조금받음b 58(33.0) 19.7±9.21
보통c 42(23.9) 22.3±11.83
많이받음d 69(39.2) 26.9±12.48

* p<0.05, **p<0.01, ***p<0.001

표 3. 작업 관련 특성과 우울정도                                                                          (N=176)

타났고, 작업수행 어려움정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0).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작업수

행이 어려울수록 우울 수가 높았다. 작업스트 스는 

보통이다 23.9%, 조  받는다 33.0%, 많이 받는다 

39.2% 순으로 나타났고, 작업스트 스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

과, 작업스트 스가 많을수록 우울 수가 높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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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우울

r P

작업 관련 특성

작업강도 .310** (.000)
작업속도 .123 (.072)
작업 시 요구되는 집중도 .136* (.047)
작업공간 -.097 (.155)
물리적 작업환경 -.173* (.011)
손으로 취급하는 최대무게 -.072 (.293)
한 손의 최대 힘 .046 (.507)
하루작업시간 .016 (.815)
진동여부 .290** (.000)
작업의 시각적 요구도 .023 (.735)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 .398** (.000)
작업스트레스 .298** (.000)

 * p<0.05, **p<0.001

표 4. 작업 관련 특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N=176)

B  t p F(p) R R
2

AdjR
2

작업강도 1.533 .167 2.307 .022*
16.604
(.000) .438 .192 .180작업 수행 어려움 5.886 .307 4.215 .000**

작업스트레스   .697 .059  .755 .451
 * p<0.05, **p<0.001

표 5.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 

4. 작업 관련 특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 상자의 우울수 은 작업 련 특성 즉 작

업강도, 작업 시 요구되는 집 도, 진동여부,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 작업스트 스와는 양의 상 계를, 물리

 작업환경은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표 4].

 

5.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
본 연구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 한 결과, 회귀모형 합도 F값은 16.604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p=.000), 회귀식의 R
2값은 .192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우울에 한 설

명력은 19.2% 다. 즉 작업강도,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

가 연구 상자의 우울수 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표 5].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해서는 근로자의 

우울 수 과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우울 감

소를 한 재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IV. 고찰

최근 근로자의 정신  안녕은 근로자의 건강수 을 

결정하고 이는 의료비 증가와 근무성과, 조직의 생산성

과 연 된다는 에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정

신  건강문제 가운데 우울은 근로자의 약 25%가 가지

고 있는 정신  질병으로[9] 당뇨병, 고 압 등의 타 질

환에 비해 근로자의 업무손실이 높고, 재발률 한 타 

질환에 비해 높아 보건학 , 사회  심이 고조되고 

있다[10].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작업특성, 근로조건이

나 작업환경은 모든 근로자와 계가 있으나, 특히 여

성근로자의 건강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

고 있다[11].

본 연구는 일개 산업장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 

황과 우울 련 요인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조사 상자의 우울정도(CES-D)는 평균

23.2 으로 우울정도를 보여 [15][16]의 연구결과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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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다. 반면 생산직 남성 근로자의 우울을 연구한 

[17]의 연구결과 우울정도(CES-D) 평균 9.5  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조 이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 근로자에 비해 같은 

형태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직업 련 스트

스를 크게 경험하게 되고, 정신  직무 부담, 자율성의 

부족과 작업 조건의 과도한 규제를 더 많이 호소하면서 

상 으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우울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1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근로자의 직종, 생산직 여부에 따라 우울 수와 우울 

여부에서는 사무직보다 생산직 근로자에서 우울 경험

이 높다고 보고한 [18]의 연구와, 서비스업 종사자에서 

우울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12]의 연구 사례를 볼 

때, 본 연구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웠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우울과의 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그러

나, 일반 인 특성과 우울과의 연 성을 보고하는 다수

의 연구가 있다. 여성근로자의 우울수 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12][19][20]와 남성이 여성

보다 우울수 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17][21]도 있었다. 

성별, 결혼유무가 우울과 연 성이 있음을 보고한 [22]

의 연구와는 달리 [23]의 연구에서는 나이, 결혼유무, 

교육수 이 근로자의 우울경험과 련이 없음을 보고

하 다. 본 연구는 일부 여성 근로자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타 연구와의 직 으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근로자의 작업 련 특성은 개인의 건강에 향을 주

어 근로자의 건강은 작업 활동과 히 련되어 있

다. 본 연구결과 우울과 련 있는 작업 련 특성으로 

작업강도와 작업시 요구되는 집 도, 작성수행시 어려

움 정도와 련이 있었다. 

작업 련 특성  근무시간이 길고, 근속연수가 길수

록 우울증 유병율이 높음을 보고한 [22][23]의 연구와, 

주당 근무시간이 길고 반면, 근속연수가 짧은 것은 업

무에 한 부담을 높여 직무스트 스를 유발하여 우울

의 험인자로 작용한다고 한 [18]의 연구에서와 같이 

작업 련 특성은 직무 스트 스를 유발하고 이는 우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직무 스트 스는 우

울 요인이 되는 신체 , 심리  건강문제 이외에도 산

업장 조직의 업무 실  하와 재해에 이르기까지 범

하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막

한 손실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직무스트 스가 심리  소진  조직 유효성에 미치

는 향과 사회  지원의 우울조  효과를 연구한 [24]

의 연구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회  지지의 

향력을 보고한 [25]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해 작업

환경과 근무 조건을 최 화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

도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근무시간과 근속연수

에 따른 우울정도에 차이가 없었는데, 부분의 근로자

가 56시간/주이상, 교 근무자로 집단간 비교가 어려웠다. 

한편 [19]의 연구에서는 작업환경 변수를 통제한 후

에 우울증상이 빈곤 근로자 군에서 유의한 련을 보

다. 이는 작업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빈곤 작업 근로자

에게 경제  상태가 우울증상의 요인 인자로 작용한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최종 으로 여성 근로자의 우울과의 

련요인으로는 작업강도와 작업수행 시 어려움이었다. 

일반 으로 작업강도와 작업시 요구되는 집 도, 작업

수행시의 어려움에 의해 작업 스트 스가 유발되고 이

것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의 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기

존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22]. 작업스트 스는 

우울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분석시 작업스트 스와 우울 수와 련이 있었으나, 

다변량 분석결과 작업스트 스는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작업스트 스가 우

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래하는 주요 험인자

로, 특히 여성근로자는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정신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업 스트 스가 높고 이로 

인해 우울이 유발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12][18] 

[26-2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작업 스트 스와 우울은 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업 스트 스와 연

된 작업 외 요인(자아 존 감, 사회  지지정도, 역

할 갈등 등)이 작업 스트 스에 향을 주었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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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작업 스트 스 

수  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 존 감, 사

회  지지정도 등 작업 스트 스와 련된 다양한 요인

들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의 사회  지 를 높인다

는 정  측면도 있으나, 노동 강도, 정신  스트 스, 

건강 해요소에의 노출에 의하여 건강에 부정  향

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여성만이 경험하는 사회 , 경제 , 정서  요소에 특별

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문제의 발생빈도가 

많다. 그러나 근로자를 상으로 한 각종 방사업은 

주로 작업 환경 리, 안 교육, 사고 방에 치우쳐 있고 

여성 근로자를 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부재한 실정

이다. 

우울의 경우 우울증 험군에 한 효과 인 방과 

치료를 통해 업무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우울과 연

된 작업장 내 작업 환경 요인들을 규명하여 이에 

한 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 근로자의 정신

 안녕을 도모하고 조직의 성과를 유지하기 한 보건

학  건강 리를 한 총 인 작업환경 리가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 

략을 수립할 때 근로자의 우울수 과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 근로자의 우울 재를 

한 건강증진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론

여성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직무와 직무 련 사회심

리  작업 환경에 따라 우울과 한 연 이 있는데, 

특히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우울이 근무 련 특

성이나 작업환경 특성에 따른 것인지에 한 연구가 미

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근무 련, 작

업 련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여성 생산직 근

로자의 효율 인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상은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체 근로자 총 176명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특성인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수, 경제

상태, 교육정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근무 련 특성인 업무유형, 근무유형, 근무기간, 1

주 근무시간과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작업 련 특성에 해서는 작업강도, 작업시 집

도, 물리  작업환경, 진동여부, 작업수행의 어려

움, 작업 스트 스가 우울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4. 상자의 우울 수 은 작업 련 특성  작업강도, 

작업시 요구되는 집 도, 진동여부, 작업수행의 어

려움 정도, 작업 스트 스와는 양의 상 계를 보

고, 물리  작업환경은 우울과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5.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

한 결과, 작업강도, 작업수행의 어려움 정도가 우

울수 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 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여성 근로자의 우울수 과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

여야 하며, 우울 감소를 한 교육  사회  지지 강화 

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여성근로자를 상으로 우울 재 로그램을 

개발 용하고 그 효과를 악하는 확  연구가 필요함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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