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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ealth status between foreign workers and native workers 
and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f health status of foreign and native workers. Methods: This was a secon-
dary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3rd (2011)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The sample 
included 101 foreign workers and 101 native workers matched by age and gender. Results: The difference in health 
status between foreign workers and native work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ost commonly com-
plained health problem of foreign workers was muscle pain of the upper limbs. Among foreign workers, hazard 
exposure, coworker support and supervisor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health status. Among native 
workers, income level and obes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health status. Conclusion: For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of foreign workers, employers and health providers need to establish coworker supporting 
systems in workplace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work environment. Particularly, they must pay closer atten-
tion to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musculoskeletal disorder. 

Key Words: Foreign worker, Health status, Health determinant

주요어: 외국인 근로자, 건강수준, 건강결정요인

Corresponding author: Lee, Bokim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gu, Ulsan 680-749, Korea. 
Tel: +82-52-259-1283, Fax: +82-52-259-1236, E-mail: bokimlee@ulsan.ac.kr

Received: Jul 29, 2014 / Revised: Aug 20, 2014 / Accepted: Aug 25, 201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인건비 상승, 3D업종의 근로인력 부족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3년

도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576,034명에 이르렀다(Korean 

Immigration Service & Ministry of Justice, 2014). 이들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31.6%)이 가장 많고 중국(17.8%), 미

국(8.5%), 베트남(7.6%) 등의 순이다(Korean Immigration 

Service & Ministry of Justice, 2014).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한 근로조건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문헌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보건환경, 건강문제, 의료이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

(Hwang, 2010; Park, 2003; Yeo, 2013). 외국인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6시간

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한 경험도 87.1%로 높게 나타났

으며, 일과 관련해서 사고성 손상이나 작업 관련성 질환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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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8.8%, 이들 중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3%로 높았다(Lee, Cho, 

You, & Ahn, 2010). 건강검진을 받아 본적이 없는 근로자가 

45.2%였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근로자 또한 

40.2%로 높았다(Lee et al., 2010).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살던 나라와는 다른 새로

운 사회 ‧ 경제적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과 음주와 같은 불건강 행

위를 함으로써 건강수준이 악화된다(Lara, Camboa, Kahra-

manian, Morales, & Bautista, 2005). Yeo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실제로 

건강증진 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60.7%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에서도 조

사대상자의 38.6%가 본국에서의 건강상태 보다 한국에 온 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Jung et al., 2008). 한

편 국가 공식통계에서 드러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

면, 2005년 0.34, 2007년 0.37, 2009년 0.45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Lee et al., 2010). 

이러한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소통

의 어려움, 진료비 부담, 병원 갈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Kim, Cho, Choi, 

& Lee, 2008).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의 의료이용 행동양식과 

한국의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을 잘 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Ahn, 20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는 열악한 작업환경

과 낯선 사회 ․ 경제적 생활환경에 놓여 있어 이들의 건강수준

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건강

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한국인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한 편에 불과하기 

때문에(Choi, Lee, & Chae, 2011) 국내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이 건

강수준 실태와 그 특성을 보고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건강수준 

증진을 위해 어떠한 요소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

인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비교하고, 각 집단의 건강수준에 영

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을 비교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비교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비교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영향 미치

는 개인적 특성 및 근로환경 요인을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저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3차(2011

년)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한 2차 분석연구이다. 근로환경조사는 통계법 제18조

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002호)로서, 2006년, 

2010년, 2011년에 이루어졌고 유럽근로환경조사(EWCS)와 

영국 노동력조사(LFS)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만 15세 이상

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

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실시되었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2013). 

2. 연구대상

근로환경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2011년 7월)에서의 만 

15세 이상 취업자(‘조사대상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수

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정의)이다. 본 연구를 위

하여 2011년도 근로환경조사의 대상자 50,032명 중에서 출생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101명을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하였

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67명), 일본(11명), 베트남(6명), 북

한(6명) 등이었다. 그리고 출생국가가 대한민국인 자 중에서 

기 표출된 외국인 근로자의 성, 나이를 근거로 매칭하여 101

명의 근로자를 표출하여 ‘내국인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제3차(2011년) 근로환경조사는 전국의 만 15세 이상의 취

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모집단층화, 표본배분, 표출의 순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모집단층화 단계에서는 표본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행정구역과 조사구의 특성에 따라 모집단을 56

개 층의 조사구로 나누었다. 표본 조사구의 수는 1,000개로 한 

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각 시도별로 20개 조사구를 우선할당

한 후 각 시도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다. 표본추출은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이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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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제3차(2011) 근로환경조사는 가구현황, 노동력 구조, 노동

시간, 물리적 작업환경 요인, 작업속도와 작업특징, 교육훈련

과 성과평가, 의사소통과 근로자 조직, 폭력과 차별, 일과 관

련된 건강문제, 근로환경 만족도, 일반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OSHRI, 2013). 근로환경조사의 총 242개 문항 중 

208개 문항이 EWCS에서 밴치마킹된 것인데, EWCS는 총 32

개 언어로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고 EWCO (European Work-

ing Conditions Observatory)의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도가 

확인되고 있다(Eurofound, 2012). 그러나 한글 번역 설문문

항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13). 

본 연구를 위해 분석에 포함한 설문문항은 크게 개인적 특

성 요인과 근로환경 요인, 건강수준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특

성 요인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현 직장 근무경

력, 비만 유무, 현재 흡연 유무, 과도음주 유무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근로환경요인으로는 주당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

수, 작업위험요인 노출 정도, 동료지지 정도, 상사지지 정도,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작업위험요인 

노출 정도는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 결과분석자료(Parent- 

Thirion, Fernandez Macias, Hurley, & Vermeylen, 2007)

를 참고하여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증기, 화학물, 담배

연기, 감염물질에 대하여 노출정도를 ‘절대 노출 안됨’은 1, 

‘거의 노출 안됨’은 2, ‘근무시간 1/4’은 3, ‘근무시간 절반’은 

4, ‘근무시간 3/4’는 5,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6, ‘근무시간 

내내’는 7로 측정하여 전체 9개 항목을 합산하여 노출 정도를 

측정하였다. 동료지지 정도와 상사지지 정도는 단일항목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많을 것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단일항목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건강수준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

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의 문제(청력문제, 피

부문제, 요통, 근육통, 두통, 눈의 피로, 복통, 호흡곤란, 심혈

관질환, 손상, 우울 또는 불안장애, 전신피로, 불면증 또는 수

면장애, 기타)의 수를 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건

강문제의 개수를 합하여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Lee, Kim

과 Yoon (2013)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4. 자료수집

전문면접원이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원을 대상

으로 일대일로 면접조사 하였다. 전문면접원은 소속과 조사목

적을 밝히고 해당 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하였다. 만약 해당 가구에서 만 15세 이상의 취업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생일자법’에 의거하여 조사

시점과 가장 근접하게 생일인 사람을 최종 적격자로 선정하였

고, 최종 적격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면접 가능한 날짜에 재

방문하여 조사하였다(OSHRI, 2013). 

5. 자료분석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및 근로환경

을 비교하기 위하여 x2-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근로자의 건

강수준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요인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현 직장 근무경력, 비만 유무, 

흡연, 음주)과 근로환경 요인(근무시간, 근무일수, 유해 작업

환경 노출, 동료지지, 상사지지, 직무 스트레스)을 독립변수

로, 근로자가 경험한 건강문제의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변수간

의 다중공선성과 결과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VIF (분산

팽창계수)의 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외국인 근로자 그룹과 내

국인 근로자 그룹 각각에서 다중공선성이 있는 변수는 발견되

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 그룹에서 건강수준의 첨도와 왜도

는 각각 0.25, 0.91이고, 내국인 근로자 그룹에서 건강수준의 

첨도와 왜도는 각각 0.36, 0.96으로 나타나 각 그룹에서 결과

변수가 정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

로 이루어진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비만 유무, 현재 흡연 유

무, 과도음주 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비교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을 비교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남성

비율이 각각 52.5%(53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5.5세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자가 

17.8%(18명)에 불과하였으나 내국인 근로자는 34.7%(35명)

로 2배 가까이 많았다(p=.024). 월 평균 200만원 미만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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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etween Foreign Workers and Native Workers

Variables Categories

Foreign workers
(n=101)

Native workers
(n=101) x2 or t p

n (%) n (%)

Gender Male
Female

 53 (52.5)
 48 (47.5)

53 (52.5)
48 (47.5)

 0.00 1.000

Age (year) ≥20~＜30
≥30~＜40
≥40~＜50
≥50~＜60
≥60

 14 (13.9)
 24 (23.8)
 23 (22.8)
 25 (24.8)
 15 (14.9)

14 (13.9)
24 (23.8)
23 (22.8)
25 (24.8)
15 (14.9)

 0.00 1.0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diploma
≥Bachelor's degree

 28 (27.7)
 55 (54.5)
 18 (17.8)

21 (20.8)
45 (44.6)
35 (34.7)

 7.45 .024

Income level
(10,000 won/month)

＜100
≥100~＜200
≥ 200~＜300
≥ 300~＜400
≥400

 24 (23.8)
 65 (64.4)
 11 (10.9)
 1 (0.9)
 0 (0.0)

13 (12.9)
45 (44.6)
26 (25.7)
11 (10.9)
6 (5.9)

26.82 ＜.001

Working duration 
in current workplace
(year)

＜1
≥1~＜3
≥3~＜5
≥5~＜10
≥10

 35 (34.7)
 27 (26.7)
 20 (19.8)
 9 (8.9)
10 (9.9)

8 (7.9)
27 (26.7)
18 (17.8)
13 (12.9)
35 (34.7)

31.68 ＜.001

Obesity  Yes
 No

 3 (3.0)
 98 (97.0)

2 (2.0)
99 (98.0)

 0.21 .651

Current smoker  Yes
 No

 30 (29.7)
 71 (70.3)

40 (39.6)
61 (60.4)

 2.19 .139

Heavy drinker  Yes
 No

 8 (7.9)
 93 (92.1)

7 (6.9)
94 (93.1)

 0.07 .788

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88.2%(89명), 내국인 근로자는 이보다 적은 57.5%(58명)이

었다(p<.001). 현 직장 근무경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34.7%(35명)로 가장 길었으나 내국인 근로

자는 10년 이상이 34.7%(35명)로 가장 많았다(p<.001). 비

만, 흡연, 과도음주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비교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환경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주 평균 근로일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내국인 근로자가 더 길었고(p=.034) 느끼는 직무 스

트레스 수준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내국인 근로자가 

더 높았다(p=.018). 그러나 유해 작업환경 노출정도는 외국

인 근로자가 더 높았다(p=.020). 주 평균 근로시간, 동료 간의 

지지정도, 직장상사의 지지정도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3.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비교

지난 12개월 동안 근로자가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를 조사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

자에 비하여 상지근육통(p=.043)과 하지근육통(p=.006)의 

호소율이 더 높았다. 경험한 건강문제의 수는 외국인 근로자

(평균 1.2개)에 비하여 내국인 근로자(평균 1.6개)가 더 많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4.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영향 미치는 

요인 비교

다중회귀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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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between Foreign Workers and Native Workers

Variables

Foreign workers
(n=101)

Native workers
(n=101) t p

 M±SD M±SD

Working hour (hour/week)  48.5±18.33  54.7±15.66 1.82 .179

Working day (day/week)  5.5±0.89  5.9±0.74 4.56 .034

Hazard exposure 18.2±8.59 14.4±6.97 5.51 .020

Coworker support†  3.6±0.87  3.4±0.99 1.19 .278

Supervisor support†  3.2±1.14  3.4±0.92 2.43 .122

Job stress†  2.6±1.12  2.9±0.98 5.70 .018

†1 (very low)~5 (very high).

Table 3.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between Foreign Workers and Native Workers

Health problems
Foreign workers Native workers

x2 or t p
n (%) n (%)

Hearing problem 2 (2.0) 1 (1.0) 0.34 .561

Skin problem 3 (3.0) 3 (3.0) 0.00 1.000

Backache 15 (14.9) 21 (20.8) 1.22 .270

Muscle pain - the upper limbs 32 (31.7) 46 (45.5) 4.09 .043

Muscle pain - the lower limbs 17 (16.8) 34 (33.7) 7.58 .006

Headache, eye strain 15 (14.9) 19 (18.8) 0.57 .452

Stomachache 0 (0.0) 3 (3.0) 3.05 .081

Difficult breathing 1 (1.0) 0 (0.0) 1.00 .316

Cardiovascular disease 2 (2.0) 0 (0.0) 2.02 .155

Injury 3 (3.0) 5 (5.0) 0.52 .471

Depression or anxiety 2 (2.0) 0 (0.0) 2.02 .155

Fatigue 25 (24.8) 27 (26.7) 0.10 .748

Insomnia or sleep problem 3 (3.0) 2 (2.0) 0.21 .651

Others 1 (1.0) 0 (0.0) 1.01 .316

M±SD (No. of disease) 1.2±1.84 1.6±1.75 1.08 .300

우, 유해 작업환경 노출, 동료지지, 상사지지가 건강수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해 작업환경 노출

이 많을수록, 동료의 지지가 적을수록, 직장 상사의 지지가 많

을수록 경험한 건강문제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의 변수는 건강문제 수 변화량의 약 29.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097, p=.015). 

한편,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과 비만 여부가 

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평

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비하여,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근로

자,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건강문제 수가 더 적었으며, 비

만인 근로자는 정상인 근로자에 비하여 경험한 건강문제 수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델의 설명력은 56.1%였다

(F=2.027, p=.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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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Native Workers

Variables Categories
Foreign workers Native workers

Standard β p Standard β p

Gender (ref: female) -.04 .803 -.07 .711

Age (year) .01 .952 .16 .341

Education level (ref:≤Middle school) High school diploma
≥Bachelor's degree

.26

.21
.078
.230

-.05
.25

.876

.426

Income level (ref:＜100) ≥100~＜200
≥200~＜300
≥300~＜400
≥400

-.09
.16

-.08

.605

.331

.495

-.96
-.92
-.38
-.68

.023

.028

.174

.020

Working duration in current workplace -.01 .906 .23 .238

Obesity (ref: no) -.16 .167 .43 .005

Current smoker (ref: no) -.06 .715 -.08 .693

Heavy drinker (ref: no) .09 .485 -.04 .813

Working hour .02 .887 .32 .057

Working day -.16 .251 -.21 .178

Hazard exposure (No.) .30 .019 .14 .382

Coworker support -.28 .042 .24 .204

Supervisor support .24 .032 -.03 .874

Job stress .14 .283 .52 .609

R2 .295 .561

F (p) 2.097 (.015) 2.027 (.049)

논 의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근로환경, 건

강수준을 비교하고 각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

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교육수

준이 낮고, 평균 임금이 적었으며,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 또

한 짧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모집 정책이 주로 단순인력 부족에 시

달리는 중소기업 위주로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

제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인력(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활동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의 비중이 5%대에 불과하다(Korea Immigration Service & 

Ministry of Justic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다수의 연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는 것이 밝혀진 바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차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

자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Lee, Ryu, Lee, Sul, 

& Park, 2007). 본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현 

직장 근무경력과 주 평균 근무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 또한 낮은 임금수준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

편,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 직장 근무경력이 짧은 것은 열악한 처우(예를 들어 낮은 임

금)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직을 시도했기 때문일 수 있다. 실

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

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68.9%가 근로계약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직의 주된 원인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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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더 받기 위한 것(50.6%)으로 조사되었다(Hyundai Re-

search Institute, 2011).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주 평균 근

무일수가 짧았지만, 유해 작업환경 노출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길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 등(2010)의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

자의 주 평균 근무일수가 약 5.8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보다 짧은 5.5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다고 일반

화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본 연구대상자인 내국인 근로자의 

주 평균 근무일수(5.9일)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무일수

(5.3일)에 비해(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3) 

매우 길어 상대적으로 연구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주 평균 근

무일수가 짧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대상자인 

내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의 특성을 대변한다

고 보기 어렵다. 연령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연령은 39.6세 인데 반해 본 연구대상자 내국인 근로자는 평균 

45.5세로 고연령이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3).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내

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외국

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

는 3D 업종 작업장이기 때문이다(Lee et al., 2010). 

셋째,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건강문제의 

수는 평균 1.2개로 내국인 근로자(평균 1.6개)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절반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Jung et al., 2008; Yi, Jung, Yi, Hyun, & Kim,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자가

보고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국

인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일자리를 잃

게 되거나 예상보다 앞당겨 귀국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 두

려워 자신의 건강문제를 숨기거나 축소보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

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비 보장과 좀 더 심층적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건강문제는 상지근

육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진료대상자

의 진료기록지를 분석한 Lee 등(2009)의 연구에서도 가장 많

은 호소문제가 근골격계 질환이었는데, 이와 같이 근골격계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육체

적 움직임이 많은 3D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Kim, 2004).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진료

비 부담, 병원 갈 시간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고(Kim et al., 2008) 주로 약물치료와 같은 자가치료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다(Seol, Hong, Goh, & Kim, 2005). 특히 근

골격계 질환의 경우 발현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

우 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보건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문제에 

주의 집중하고 이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

역사회 자원(예, 근로자 건강센터, 의료서비스지원 사업 등)

을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사이의 건강수준 결

정인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유해환

경 노출, 동료 지지, 상사 지지가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유의한 

인자였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과 비만여부

가 유의한 건강수준 결정인자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취약한 편이다(Song et 

al.,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직장 동료의 

지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바, 사업주와 보건관리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

여 직장 동료간 지지 네트워킹(예를 들어, 동호회)을 수립하거

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이하게도 본 연구에서 상사의 지지

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상사의 지지를 오히

려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지지와 

직무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Yi 등(2009)의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지가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하여 직무만족이 1.71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렇듯 상사의 지지에 대

한 외국인 근로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해환경 노출정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

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 업종 작

업장으로 유해환경 노출 정도가 높을 수 있겠으나, 사업주와 

보건관리자는 철저한 보호구 착용 지도, 사전 안전보건교육 

등과 같은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건

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

준과 비만여부가 유의한 건강결정인자로 나타났는데, 소득수

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고(Woo, 

2007) 비만이 건강을 비롯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 또한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Chu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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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0).

본 연구는 작은 표본 수, 대상자의 대표성 미흡, 단면조사연

구의 한계, 조사도구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와 내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결정인자 차이를 비교한 유일한 

국내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제3차(2011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한 2차 분석연구이다. 외국인 근로자 

101명과 성, 나이를 근거로 매칭한 내국인 근로자 101명의 개

인적 특성, 근로환경, 건강수준을 비교하고 각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결정요인을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건강수

준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의 수를 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교육수준과 

평균 임금이 낮고 현 직장 근무경력이 짧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평균 근무일

수가 짧았지만, 유해 작업환경 노출은 더 많았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내국인 근로자의 건강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건강문제는 상지근육통이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유해환경 노출, 동료 지지, 상

사 지지가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유의한 인자였고, 내국인 근

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과 비만여부가 유의한 건강수준 결

정인자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보건관리자는 이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

여 직장 동료간 지지 네트워킹을 수립 ․ 지원하고, 노출되는 유

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특

히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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