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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과 역할은 꾸준히 커져 왔다. 2019년 15

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과거 1963년의 37.0%에 비해 23% 상승했다[1]. 고령화

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는 고령자들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사

회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작업상의 배려와 조정 등

이 제도 및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2]. 근로자의 산업재

해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제조

업 여성 고령 근로자의 재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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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품제조업은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재해자의 수가 많은 편이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재해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식품제조업종에서도 뚜렷이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제조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에 대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고령 여성 근로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 특성을 분석해 재해율이 감소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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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ed to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women casualties compared to men, and the number is steadily increasing. The age of casualties is 
also increasing as the society enters into an aging society. This is also evident in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safety and health awareness of workers by age and 
gender at small workplace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Among them, we would like to focus on elderly 
women workers and analyze their accident characteristics to suggest ways to reduce the accid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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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2017년 기준 타업종 대비 식품제조업 남녀

근로자 수를 비교한 것으로, 식품제조업 근로자 중 여

성 근로자의 비중은 48.61%로 타 업종보다 여성 근로

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표 2는 2015년부

터 2019년까지 전체산업 및 제조업 대비 식품제조업의

천인율 분포를 제시한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2019

년 식품제조업의 천인율은 9.20‰로 제조업 전체 천인

율 7.2‰보다 높게 나타났다[4]. 표 3은 2017년 기준 타

업종 대비 식품제조업의 남녀 재해자수를 비교한 것으

로, 제조업종의 여성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의 2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식품제조

업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재해율은 44.91%로 타 제조

업종과 비교하여 높은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다[4].

많은 연구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근골격계 유병

률 및 증상 호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

러한 차이는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직무 내용, 심

리·사회적 환경,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작업 형태를 보면 남성은 주로 고강도의 동적

작업을 하지만, 여성은 저강도의 정적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5] 이러한 여성의 반복적인 작업 형태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여

성의 몸에 맞지 않는 작업대와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직장 일과 가사노동의 병행은 피로 및 스트레스와 연결

되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5].

“고령자 고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고령

근로자를 55세 이상인 자, 제2조 2항에서는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 근로

자는 30대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지구력 14%, 민첩성

20%, 순발력 32%, 치밀성 48%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6]. 이러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고령 근로

자는 산업재해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4는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식품제조업 여성 근로자의 연령별 재

해자수를 제시한 것으로 고령 여성 근로자가 전체 재해

자 수의 50%를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제조업 여성 근로자를 대상

으로 재해유형과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

석을 통하여 고령 여성 근로자의 재해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year
accident rate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산업 5.02 4.92 4.84 5.36 5.8

제조업 6.49 6.17 6.10 6.59 7.2

식품제조업 7.96 7.53 7.30 8.48 9.20

표 2. 연도별 전체산업 및 제조업 대비 식품제조업의 천인율 분포 (2015-2019)
Table 2. Distribution of number of accident per year in thousand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compared to the
total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by year (2015-2019)

(Unit : ‰)

구분 총계 남 여

총계 17,736,224 10,290,621 7,445,603

제조업 소계 3,928,555 2,921,142 1,007,413

식품 제조업 269,988 138,758 131,23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652,970 455,184 197,786

화학제품 제조업 160,595 128,136 32,459

기계기구 제조업 462,199 389,173 73,026

표 1. 타 업종 대비 식품제조업 남녀 근로자 수 (2017)
Table 1. Number of men and women workers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compared to different industri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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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식품제조업의 고령 여성 근로자의 재해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식품제조업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시내의 소규모

식품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성 근로자 98명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에 관한 일반사

항 3문항, 안전보건 인식에 관한 사항 7문항, 작업 및

재해에 관한 사항 14문항 등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수록하였다.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을 검증하였고, 각 연구 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a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품제조

업 고령 여성 근로자의 재해 원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에 속한 응답자의 경력은

5년 미만 11명(11.2%), 5년 이상 10년 미만 52명

(53.1%), 10년 이상 35명(35.7%)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21명(21.4%), 50세 이상 54세 이하

30명(30.6%), 55세 이상 47명(48.0%)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 대부분은 경력

과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제조업 여성 근로자의 특성분석

여성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이해도에 관한 조사 결과

는 그림 1과 같다. 보통이다의 경우가 61명(62.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우 그렇다의 경우가

2명(2.0%), 그렇다의 경우가 32명(32.7%), 아니다의 경

우가 3명(3.1%)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안전교육 이해도
Figure 1. Understanding of safety education

구분 총계 남 여

총계 89,848 70,986 18,862

제조업 소계 25,333 21,926 3,407

식품 제조업 2,173 1,197 976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654 512 142

화학제품 제조업 2,218 1,918 300

기계기구 제조업 3,873 3,659 214

표 3. 타 업종 대비 식품제조업 남녀 재해자수 (2017)
Table 3. Compared to different industries, food manufacturing industry men and women number of casualties (2017)

년도 총계 18-24 25-39 40-49 50-54 55-59 60-

2015 966 17 113 181 202 227 226

2016 919 22 87 181 155 220 254

2017 976 15 98 161 195 251 256

2018 1,064 27 147 191 182 236 281

표 4 식품제조업 여성의 연령 및 연도별 재해자수 (2015-2018)
Table 4. Number of casualties by age and year of women in the food manufacturing industry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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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같이 근로자의 신체적 작업 형태에 대한

질문은 전체 응답자 98명 중에 96명(98%)이 응답한 주

로 서서 작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이 업체

의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앉아서 하는

작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신체작업의 형태
Figure 2. Form of physical work

그림 3은 근로자의 평소 작업공정 형태에 대한 질문

으로 다중답변 선택이 가능하였다. 수작업 공정을 선택

한 응답자가 전체의 98명 중 94명(95.9%)이 답하였다.

고온이 73명(65.3%) 그리고 중량물이 64명(65.3%)으로

제일 적게 조사되었다.

그림 3. 작업공정의 형태
Figure 3. Form of work process

그림 4는 작업 중 경험해본 신체의 상해 여부에 대

한 질문으로 손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체 98명 중 84

명(94.4%)이 답하였다. 더불어 상해 부위가 팔인 경우

가 58명(65.2%), 어깨/목이 9명(10.1%), 허리가 74명

(29.2%), 다리가 26명(29.2%)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작업으로 인한 신체의 통증 및 상해 경험
Figure 4. Experience of bodily pain and injury from work

여성 근로자들이 작업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신체

부위 통증에 대해 복수응답을 통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림 5와 같이 (평상시의) 부적절한 자세가 85명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집안일이 76

명(37.6%) 및 질병 41명(20.3%)로 복수응답하였다.

그림 5. 작업 외의 요인으로 인한 신체 통증
Figure 5. Body pain due to factors other than work

그림 6은 여성 근로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질문이다. 3시간 이상의 경우가 67명(68.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거의 안 함의 경우가

7명(7.1%), 1시간에서 2시간의 경우가 17명(17.3%), 2~3

시간 이상의 경우가 7명(7.1%)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직장 업무와 가사노동의 병행은 피로와 스트

레스로 연결되어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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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사노동시간
Figure 6. Housework hours

3) 연령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특성 교차분석

고령 근로자 중심으로 연령에 따라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 정도, 신체능력 한계로 인한 재해 경험, 작

업수칙 준수 여부, 작업대 및 도구 등의 만족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령과 여성 근로자들의

특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유의수준 0.05 이하)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여성 근로자들의 연령과 작업으로 인한 육체

적 부담의 정도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유도(df)는 2, 카이제곱 값(X)은 8.263이
며 유의확률(p값)은 0.016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이 전체 응답자들 중 가

장 큰 그룹(47명)이었고 그들 중 35명(74.5%)은 작업으

로 인한 육체적 부담 정도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50

세 이상 54세 이하의 준고령 근로자들 중 19명(63.3%)

이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 정도가 힘들다고 응답하

였다. 반면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근로자 중 13

명(61.9%)은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견딜만하다

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을 느꼈으며, 특히 고령 근로자일수록 현재

작업에서 느껴지는 육체적 부담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6. 연령과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 정도
Table 6. Age and degree of physical burden due to work

Age

Degree of physical burden caused

by work Total
Bearable hard

18 ~
49

N 13 8 21

% 61.9 38.1 100

50 ~
54

N 11 19 30

% 36.7 63.3 100

Over
55

N 12 35 47

% 25.5 74.5 100

Total
N 36 62 98

% 36.7 63.3 100

df : 2, X: 8.263, p<0.016

표 7은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체능력의 한계

로 인한 재해의 경험과 여성 근로자들의 연령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유도(df)

는 2, 카이제곱 값(X)은 7.981이며 유의확률(p값)은
0.018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 중 28명(59.6%)은 신체

능력의 한계로 인한 재해(넘어짐, 끼임, 베임, 부딪힘,

화상)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50세 이상 54세 이

하의 준고령 근로자들 중 신체 능력의 한계로 인한 재

해를 경험하였다고 17명(56.7%)이 응답하였다. 반면 18

세 이상 49세 이하의 일반 여성 근로자들은 신체 능력

의 한계로 인한 재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16명(76.2%)

이 응답하였다. 통계적으로 고령의 여성 근로자일수록

신체 능력의 한계로 인한 재해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

다.

표 5. 연령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특성 교차분석
Table 5. Cross-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workers according to age

Factor

Degree of

physical

burden

caused

by work

Accident

experienc

e due to

physical

capacity

limitation

Complian

ce with

work

rules

Satisfacti

on with

workbenc

h and

tools, etc.

x

(p)
x

(p)
x

(p)
x

(p)

Age
8.263

(0.016)

7.981

(0.018)

10.776

(0.029)

10.84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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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 2, X: 7.981, p<0.018

표 8은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수칙 준수 여부

와 연령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

였다. 자유도(df)는 4, 카이제곱 값(X)은 10.776이며 유
의확률(p 값)은 0.029으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 중 23명(48.9%)은 작업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50세 이상 54세

이하인 준고령 근로자들 중 10명(33.3%)이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근로자 중 8명(38.1%)이 작업수칙을 준수

한다고 응답하였다. 통계적으로 고령 여성 근로자일수

록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df : 4, X: 10.776, p<0.029

표 9는 식품제조업 여성 근로자의 연령과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대의 높이 및 공구 사용의 만족도 사이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유도(df)

는 2, 카이제곱 값(X)은 10.848, 유의확률(p값)은 0.004
로 두 변수의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 중 38명(80.9%)은 작업

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공구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

다. 50세 이상 54세 이하인 준고령 근로자들 중 23명

(76.7%)도 마찬가지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8

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근로자 중 12명(57.1%)이 적

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식품제조업의 여성 근로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고령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느

끼고 있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이 원활한 작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9. 연령과 작업대 및 도구 등의 만족도
Table 9. Satisfaction with age workbench and tools, etc.

Age

Satisfaction with workbench and

tools, etc. Total
Inconvenienc

e
Moderate

18 ~
49

N 9 12 21

% 42.9 57.1 100

50 ~
54

N 23 7 30

% 76.7 23.3 100

Over
55

N 38 9 47

% 80.9 19.1 100

Total
N 70 28 98

% 71.4 28.6 100

df : 2, X: 10.848, p<0.004

Ⅳ. 결 론

식품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령 여성 근로자의

수가 높으며, 근로자들의 재해율도 점차 높아지는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총 9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식품제조업 내의 여성 근로자

들의 연령에 따른 작업 특성 및 재해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이해도는 대

부분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연령에 따른

표 7. 연령과 신체능력의 한계로 인한 재해 경험
Table 7. Accident experiences due to age and physical

limitations

Age

Accident experience due to

physical capacity limitation Total
Yes No

18 ~
49

N 5 16 21

% 23.8 76.2 100

50 ~
54

N 17 13 30

% 56.7 43.3 100

Over
55

N 28 19 47

% 59.6 40.4 100

Total
N 50 48 98

% 51 49 100

표 8. 연령과 작업수칙 준수 여부
Table 8. Age and compliance with working rules

Age
Compliance with work rules

Total
agree

usually
agree

disagree

18 ~
49

N 8 11 2 21

% 38.1 52.4 9.5 100

50 ~
54

N 6 14 10 30

% 20.0 46.7 33.3 100

Over
55

N 8 16 23 47

% 17.0 34.0 48.9 100

Total
N 22 41 35 98

% 22.4 41.8 3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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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칙 준수에 관한 질문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안전교육에는 잘 참여해도 실질적인 안전에 관한

작업수칙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령 근로자들의

작업수칙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

으로 보였다.

둘째, 식품제조업 여성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작업

공정의 형태는 수작업이며, 신체 작업의 형태는 주로

서서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령 여성 근로자들

은 작업에 있어서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작업

대의 높이나 도구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에 따라 고령 여성 근로자들의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이 필

요하며, 작업대의 높이와 도구의 교체 등의 방안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어나는 재해에서 작업 중 신체의 상해 경험

은 대부분이 손, 그리고 허리, 팔, 다리, 어깨/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 여성 근로자들은 신체 능력의 한

계로 인한 재해 경험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에 고령 여성 근로자들의 신체 능력의 한계에 대비하여

인지능력, 순발력, 균형 감각 등 복합적인 재해 요인 예

방을 위한 검사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

하다.

응답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에서 대부분이 하루 평

균 3시간 이상의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 역할이 집에서부터 사회로 확장되어 옛날의 남성 기

준 작업환경에서 벗어나 여성의 작업과 가사노동의 병

행에 따른 피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피로

감소 프로그램,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 근로

자가 증가됨에 따라 식품제조업의 고령 여성 근로자들

을 위한 안전교육의 현실화 연구,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시간, 여성 평균 신장에 맞춘 작업대의 높이 개선, 고령

여성 특성에 맞춰진 작업 도구의 교체 등의 실질적인

방안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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