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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job rotation implementation at medium- or small-industries and to
identify the viewpoint on job rotation as preventive activity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s).
Background: Job rot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many industrial areas in order to prevent the WMSDs as one part of
ergonomic program. Generally, the cases of implementation of ergonomic program or successful cases of job rotation were
reported on the side of major or large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spect the current state of job rotation
implementation at medium- or small-industries. Method: Survey was carried out for randomly contacted forty seven mangers
responsible for safety. Survey contained the questionnaires on the general state of company, shift-work and job rotation.
Results: The ratio of work-shift in medium- and small-industry was 34.0% and the ratio of job rotation was 19.1%. For
manufacturing industry, the ratio was 37.9% and 17.2%, respectively. Conclusion: The implementation ratio of job rotation
was relatively low consider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Many managers appealed the quality decreasing of goods and
the injuries of workers due to job rotation, though agreed to train the multi-functional worker and to prevent the WMSDs.
Application: The results can be used for the fundamental data how the job rotation will be properly implemented in
medium- and small-industry as an administrative control for MSDs.
Keywords: Job rotation, Administrative controls, Medium- and small-industry, Musculoskeletal disorder

1. Introduction

KOSHA, 2011). 2009년에 미국 노동통계국의 2008년도
집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보상비용이
150~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였다(Bureau of

국내의 근골격계 질환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작업자

Labor Statistics, 2008). 근골격계 질환은 치료에 많은 시

뿐만 아니라 사업주들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발병율도 높기 때문에,

졌으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있다. 국내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빈도는 2005년에

OSHA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인간공학프로그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

램을 제안하였다. 인간공학프로그램은 의료적 치료를 포함

향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2011년도 산업재해분

할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공학적 측면에

석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한 근골격계

서의 작업장 개선과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

질환은 2010년에 3,782건으로 나타났다(KOSHA, 2010;

다. 특히 관리적 측면의 개선은 공학적 개선에 비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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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서로 다른 작업에 대해 근전도를 이용하여 작업순환의 효과

다(NIOSH, 1997).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Raina와 Dickerson(2009)은

작업순환은 관리적 측면의 대표적인 개선방법으로 근골격

deltoid 근육을 중심으로 작업순환과 작업순서가 근육의 피

계 질환의 여러 가지 위험요인 중에서 동일한 작업을 지속적

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한 가지 동작만

으로 반복하는 것과 과도한 작업부하가 특정 작업자에게 집

하는 경우보다 두 가지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 deltoid

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작업순

근육의 피로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동작순서에는 차이가 발

환은 서로 다른 성격의 작업을 순환하며 작업하도록 작업계

생하지 않았다. Escorpizo와 Moore(2007)는 작업주기와

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며,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

반복적인 집어서 놓기 작업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작업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업순환은 근골격

주기가 짧아질수록, 집는 힘은 증가하지만, 작업시간과 휴식

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업의 지루함과 부담감

시간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작업주기가 손목

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riggs and King, 2000).

의 동작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eir

Mathiassen(2006)은 작업의 변화(variation)와 작업의 다

외 2인(2011)은 들기작업과 쥐기작업을 통해 작업순환 계

양화(diversity)를 구분하였으며, 작업의 변화에 해당하는

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순환 계획을 수립할 때

작업순환은 장기간 지속되는 낮은 수준의 부하와 반복적인

에는 근육의 사용 여부와 작업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좋은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인 예방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의 작업순환에 대한 조사는 단일 사업장에 대한

작업순환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Kuijer 외

조사에 국한되어 진행되었거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되었

2인(1999)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

그룹과 실시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한 결과, 작업순환을 실

방하기 위한 관리적 개선방법 중 작업순환이 국내 중소 사

시한 경우에는 작업자세가 달라지고, 전신에 걸쳐 육체적 부

업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국내 중소

하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uijer 외 4인

사업장의 작업순환 적용에 대한 장단점과 그 한계를 어떻게

(2005)은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환경미화원은 작업순환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실시하지 않을 때에 비해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한 병가(sick
leave)와 회복기간이 10.8%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2. Method

다. 그리고, 작업순환은 누적부하를 해소하는 것에는 효과적
이지만, 최대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부하를 해소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zer 외 3인(2003)은 자동차 조

2.1 Data collection

립라인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순환을 위해 대표 작업자
세를 구분하고, 자세 별 손의 힘이 발생하는 방향과 세기를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작업순환(job rotation)과 함께 교

결정하고, 반복횟수 또는 지속시간 등을 구분하여 작업자들

대작업(shift work) 실시 여부도 함께 조사되었다. 작업순환

이 위험요소를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객

은 한 명의 작업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다양한 작

관적 측정방법은 선형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한 반면, 주관적

업을 순환하며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교대

평가방법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과 부하가 높은 작업의 존

작업은 작업이 수행되는 시간을 나누어 한 명의 작업자가

재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선형적인 위험성 평가가 나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시간에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

타났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현

하였다.

장에서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하

설문조사는 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생산방식과 근로조건을

고 이를 제거 또는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작업순환을 실시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한 명의 중간 관리자 이상의 책임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으로 총 47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작업순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위작업의 특징, 작업자

안산과 천안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의 수, 단위작업 수행시간, 작업자세 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
한, 작업순환 시 동일한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

2.2 Questionnaire development

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낮은 부하의 작업과
높은 부하의 작업을 골고루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설문조사는 크게 3부분으로 현재 사업장의 규모 등의 일

요하다(Schneider S 외 2, 2005). 작업자가 작업으로부터

반 사항, 교대근무 관련 사항, 작업순환 관련 사항으로 구성

받는 부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Jonsson(1988)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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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 부분에서는 사업장의 업종, 생산직 근로자의
수, 연매출, 생산방식, 조직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 구성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업장의 업종은 한
국표준산업분류와 Yu 외 7인의 연구(2009)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분류에 따
라 조사하였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와 매출을 통해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교대근무 부분에서는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생산방식과
교대근무의 형태를 조사하였으며, 작업순환 부분에서는 작업
순환 실시 여부, 실시 시기, 실시형태뿐만 아니라 작업순환

Figure 1. Classification of industry

의 목적, 장단점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3. Results

설문조사를 실시한 47개 사업장의 업종은 Figure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제조업이 29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사업시설/사업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기계 분야가
44.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의 제조업 세부분류는 전반적
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ure 3에는 생산직 근로자
의 수를 나타내었으며, 47개 사업장 중에서 응답을 하지 않

Figure 2. Detailed classifi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은 4개 사업장은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설문조사의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10인 이상 19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나
타났으며, 전체의 69.8%를 차지하였다. 이를 항목 별로 나
누어보면,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이 27.9%를 차지
하였으며, 100인 이상 199인 이하인 사업장과 50인 이상
99인 이하인 사업장이 각각 23.3%, 18.6%로 나타났다. 조
사에 참여한 사업장 중 응답을 하지 않은 3개 사업장을 제
외한 평균 연매출은 6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26.1%로 나
타났다.
교대작업과 작업순환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교대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조사
에 응답한 47개 사업장의 34%인 16개 사업장에서 실시하

Figure 3. Number of worker at workplace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사업장만을 분석한 결과,
29개 사업장 중 37.9%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장이 교대작
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작업을 실시하는 형식

작업순환은 전체적으로 19.1%에 해당하는 9개 사업장에

을 보면, 주/야 2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9개, 주야 3교대

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순환 주기는 120.8일

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6개, 기타 교대형식을 가지는 사업장

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9개 사업

은 3개로 나타났다. 교대작업에서 주/야간조의 교대주기는

장 중 17.2%에 해당하는 5개 업체에서 작업순환을 실시하

평균적으로 30.75일로 약 한 달을 주기로 교대하는 것으로

고 있었으며, 순환주기는 114.8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순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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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status of work-shift and job rotation

Work
-shift
Job
rotation

Table 3. Benefits of job rotation

Responses

Cycle(day)

Total industries

16/47(34.0%)

25.4

Manufacturing only

11/29(37.9%)

7.3

Total industries

9/47(19.1%)

120.8

Manufacturing only

5/29(17.2%)

114.8

Benefit

No. of
response

Increase employee skill/multi-skilled employee

4

Increase productivity

4

Reduce monotonous work

2

Increase job satisfaction

2

Reduce work-related disorder

1

하는 목적과 작업순환 실시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중복선

Increase quality

1

택이 가능한 설문의 결과를 Table 2에서 Table 4에 정리하

Reduce absenteeism

-

였다.

Reduce employee turnover

-

Government/labor-union compliance issues

-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중소 사업
장들은 생산량의 향상, 작업자의 기술 개발 또는 다기능공의

Total

14

양성,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작업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이나 작업의 지루
함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장은 적게 나타났으며, 근

Table 4. Weakness of job rotation

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

Weakness

로 나타났다.
Table 2. Purposes of job rotation
Purpose

No. of
response

No. of
response

Rotation scheme regardless employee's health state

3

Reduced quality

3

Increase in injury/illnesses

3

Lack of valid methods to determine jobs to rotate

1

Increase productivity

5

Improper to job rotation due to work characteristics

1

Increase employee skill/multi-skilled employee

3

Reduce satisfaction of employee

-

Increase quality

3

Increase turnover

-

Increase job satisfaction

2

Labor-union contracts

-

Reduce monotonous work

1

Reduce work-related disorder

-

Government/labor-union compliance issues

-

Total

14

Total

11

4. Discussion
작업순환을 실시했을 때의 장점은 작업자의 기술 개발 또
는 다기능공의 양성과 생산량 증가를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

작업순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작업순환을 통해 근골격계

았다. 그 다음으로 작업의 지루함 예방과 직무만족도 향상,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며, 비교적 적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품질향상 순서로 집계되었다(Table 3).

비용이 소요되며 빠르고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

Table 4는 작업순환을 실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결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 사업장에서

과이며,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작업순환, 품질

작업순환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작업순

저하, 사고/부상의 증가, 작업순환 방법 부재에 문제점이 있

환의 근골격계 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작업 특성으로 인해 불가능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다거나 작업자 만족도 저하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장의 설문조사는 생산직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이거나 체계적인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대
기업에 대한 조사는 제외를 하였다. 국내 중소 사업장의 경
우에는 19.1%의 사업장에서 작업순환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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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에서는 17.2%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 사업장의

2번째 장점으로 선택된 반면, 국내 사업장에서는 작업순환이

작업순환 실시율은 국외의 작업순환 실시율과 비교할 때, 비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은 낮게 평가되었

교적 낮은 실시율를 나타내었다. Gittleman 외 2인(1998)

다.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것의 단점으로는 국내와 미국 사업

은 1993년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장 모두 제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큰 단점으로 평가하였다.

장 중 12.6%의 사업장에서 작업순환이 실시된다고 보고하

작업순환의 실시 목적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였으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4.2%의 사업장이 작업

며, 불편한 자세, 과도한 힘, 반복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Wellman 외 3인(2004)의

허리, 목, 어깨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연구에서는 메사추세츠 지역 제조업체의 14%가 작업순환

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자의 연령

을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2005년도 Jorgensen 외

과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Holmström와 Engholm

4인(2005)은 미국 중서부지역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관

(2003)은 건설업에 있어 근골격계 질환과 연령의 연관성을

리적 측면의 개선방법 중 작업순환에 대한 조사를 178개

확인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이 증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42.7%의 사업장이 작업순

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45세 이전에는 low back

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pain이 높은 발병률을 보였으나, 45세 이후에는 어깨부위의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조사가 실시되었고, 조

근골격계 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Jeon과 Jeong

사 시기와 대상 사업장의 수가 다르게 때문에 국외 사례와

(2010)의 연구에서 연령 별로 45세 이상 작업자들은 40세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국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이하의 작업자의 비해 작업순환의 범위가 작은 것을 선호한

가 최근에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장의 작업순

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순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효

환 실시율은 미국 사업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적일 것이다.

1990년대의 미국의 사업장의 실시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작업순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대상
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사 대상

작업순환의 순환주기는 전체적으로 120.8일이 나타났으며,

의 수가 약 50개 업체로 기존 작업순환 관련 역학조사 연구

제조업 분야만을 봤을 때는 114.8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지역도

과는 Jeon과 Jeong(2010)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

대한민국 전역이 아닌 특정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었다. 전인식과 정병용의 연구는 국내 대기업의 자동차 조

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상으로 제한된 지역의 사

립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업순환의 주기는

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밀집되

시간 단위에서 월 단위까지 작업순환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국내 중소기업의

나타났으며, 시간 단위로 작업순환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전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현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

체의 44.3%이며, 월 단위로 작업순환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많은 사업

23.5%로 나타났다. 즉, 국내의 자동차 조립을 실시하는 다

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면, 국내 사업장에 대한 분야별,

른 대기업의 경우가 비슷한 작업환경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

규모별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

업과 대기업에서의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패턴에서 차이가

째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중소 사업장의

사가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목적이나 장단점에 대한 응답을 고려

난 healthy worker effect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

할 때, 중소기업의 경우 작업순환으로 발생하는 품질의 저하

다. 추후, 소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순환에 대한 관리

측면에 대한 부담감과 대기업에 비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자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게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된다면, 작

이루어지는 라인작업보다는 작업의 특성 별로 그룹화되어

업순환이 연령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있는 단속작업이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작업순환

healthy worker effect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다.

작업순환에 대한 인식을 Jorgensen 외 4인(2005)의 연
구와 비교하면, 국내 사업장에서 작업순환을 생산량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선택한 반면, 미국 중서부의 사업장은

5. Conclusion

근골격계 관련 부상 또는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순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작
업자의 다양한 작업 능력 배양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사업장의 작업

국 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순환 실시현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중소 사업장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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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순환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산제품의 품질 저하와 사고/부

-819, 2011.

상 발생 등의 이유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는 비효율적이라

KOSHA,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statistics, 2010.

고 볼 수 있는 긴 순환주기를 가지는 작업순환 방식으로 운

KOSHA,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statistics, 2011.

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작업순환을
실시할 때, 품질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사고/부상 발생이 적
도록 작업의 특성을 분류하고, 작업자들에게 익숙하지만 근

Kuijer, P.P.F.M., Beek, A.J.V.D., Dieen, J.H.V., Visser, B. and Frings-Dresen,
M.H.W., Effect of job rotation on need for recovery, musculoskeletal
complaints, and sick leave due to musculoskeletal complaint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7, 394-402, 2005.

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부위를

Kuijer, P.P.F.M., Visser, B. and Kemper, H.C.G., Job rotation as a factor in

사용할 수 있는 작업 특성을 가지도록 작업순환 계획을 수립

reducing physical workload at a refuse collecting department,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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