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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과 위험요인 분석

본 연구는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과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

악하여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항공정비사 명을 근접모집A 638

단으로 하여 비확률 할당표집의 방법으로 명을 표출하여 년 월 일부385 2004 10 18

터 년 월 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응2004 10 25 .

답자 가운데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질병력과 상해력을 가진

자 여성 정비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총 명이었다, 256 .

연구도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 기준을 근거로 한국산업안전공(NIOSH)

단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증상조사표 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 > , Karasek(1985)

를 이용한 사회심리적 특성 작업관련 특성을 묻Job Content Questionnaire(JCQ) ,

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기SPSS Window version 12.0 Program ,

술통계, x2 검정 검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 , logistic regression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가운데 신체부위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가진 자1.

는 였다 신체부위별 증상 호소는 허리 어깨 다리 발25.8% . (12.9%), (10.2%), / (9.4%),

목 손 손목 손가락 팔 팔꿈치 순으로 높았다(9%), / / (5.9%),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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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2.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허리 부위는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의 증상호소율. ,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38).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3. ,

지지가 낮은 군 상사의 지지가 낮은 군 의 증상 호소율이 유의하게(p=.001), (p=.000)

높았다 사회적 지지와 상사의 지지는 지지가 낮은 군이 모든 신체부위에서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목 어깨 허리와 같은 신체 중심부위의 경우 통계, , ,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직무긴장도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동(p<.05). , , ,

료의 지지와 근골격계 증상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다리. , /

발 부위는 재량도가 낮은 군의 증상 호소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34).

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하고4. ,

있는 일에 대한 육체적 부담이 매우 힘들다고 느끼는 대상자 군의 증상 호소율이

로 전혀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군의 에 비해 배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69.6% 8.7% 8

육체적 부담은 손 손목 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에서 매우 힘들다(p=.000). / /

고 응답한 대상자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며 목 어깨 허리, (p=.024), (p=.006),

다리 발 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 / (p=.031) .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있는 요인은 상사의 지지와 육체적 부담으로 확인되었5.

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체적 부담으로 현재 수행하는 작업이 육체적으.

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지13.9 (p=.004).

지가 낮은 대상자 군이 높은 군보다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배 높았다2.9

(p=.003).

이상에서 대상자의 현재 수행하는 작업의 육체적 부담과 상사의 지지가 항공정

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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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신체부위 가운데 증상 호소 빈도가 높았던 허리부위는 규칙적인 운.

동이 다리부위는 직무에 대한 재량도를 높여주는 것이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
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등을 포함한 행위적 중재,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학적 행정적 중재와 함께 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근골격계 증상 위험요인 항공정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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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의 필요성A.

직업병의 상위를 차지해 오던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여러 가지 중독현상 대신

에 최근에는 근골격계질환이 사업장 건강관리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골.

격계질환은 반복적인 작업 과도한 힘의 사용 부적합한 작업자세 진동 저온 날, , , , ,

카로운 면과의 접촉 등 신체부위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인구사회학

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상, , , , ,

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김정룡( 2004,⋅ ⋅
노동부 허경화2004, 2003, Hoogendoorn 2000,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근골격계질환은 특정한 육체적 활동을 해야 하는 모든 노Human Services 1997).

동에 있어 즉각적인 육체적 활동 능력의 저하로 나타나 곧바로 노동력 손실을 가

져온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O'Donnell, 2002).

우리나라의 근골격계질환자는 년 영상표시단말기 작업 근로자의 경견1986 (VDT)

완증후군으로 처음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

지 못할 경우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 , 2004).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년부터 업무상 질병을 직업병 과 작업관련성 질병1999 ‘ ’ ‘ ’

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업병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이 뚜렷한 진폐. ,

난청 금속 및 중금속중독 유기용제중독 등의 질병을 가리키며 작업관련성 질병, , ,

은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이 포함된다 년 노동부 산업재해, . 2003

현황분석에 의하면 전체 업무상질병자는 명으로 년 명에서 증9,130 2002 5,417 69%

가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 가운데 직업병은 전년 대비 증가한 명인. 41% 1,905

반면 작업관련성 질병은 명으로 전년 보다 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 7,225 78%

다 특히 이 가운데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명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의 에. , 4,532 50%

이르렀고 최근 년 사이 무려 배나 급격히 증가함은 물론 노사갈등의 핵심사안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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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각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동부( , 2004).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보건상의 조치 와 시행령 제24 ( ) 17

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를 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산업보건기( ) ( , 2003). ,

준에 관한 규칙 을 전면 개정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2003.7.12) “

예방 을 신설하고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근골” , , ,

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을 의무화하였다, .

그동안 국내에서도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전화교환원 박정일 정해( 1989,

관 자동차산업 근로자 김일룡 윤철수 조선소 근로자 박병찬1997), ( 2001, 1999), (

채홍채 미용사 강동묵 박수경 간호사 어강희 치과2003, 2002), ( 1999, 2000), ( , 2001),

의사 전만중 연주자 성낙정 이은남 작업자 권호장( , 2001), ( 1999, 1997), VDT ( 1996,

김형렬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항공산업 근로자를2003) .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는 객실승무원의 요통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

현미 와 항공기 제작사 근로자의 상지 누적성 외상에 관한 전향적 연구, 2003)

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Melhorn, 1996) .

국제 운송기구 자료에 의하면 년도 미국의 항공사 근로자가 명 항공2000 642,500 ,

기 제작사 근로자도 명에 달한다500,000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2001).

는 항공사 근로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을 감각신경성 난Dehart(1990)

청 반복성 외상 염좌 피부염 외상 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반복성 외상과 염, , , , .

좌는 근골격계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항공사 근로자에게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

환이 흔히 발생하는 중요한 건강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종실에는 근골격.

계질환의 위험 요인인 반복 힘 자세 진동 등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디자인이 중, , ,

요하게 평가되고 적용되었으나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Dehart, 2002).

항공사내 여러 작업환경 가운데에서도 항공정비사가 근무하는 정비 격납고의

경우 도장에서부터 기름 제거 작업 용접부터 엔진 분해까지 항공사 고degreasing( ) ,

유의 모든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장이다 작업공간은 항공기 동체 자.

체와 격납고내 작업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작업의 형태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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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기작업과 예기치 않은 고장에 대한 교환 수리 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
각 작업마다의 주기 소요시간도 일정한 것부터 다양한 것 시간미만의 짧은 것, , 1

부터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존재한다 작업의.

특성상 제한적인 작업환경으로 인해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유발할 수 있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중량물을 운반하고 취급하는 작업과정에서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 근

골격계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항공정비사는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 , , ,

사 등과 함께 항공안전관련 중요임무 종‘ (safety-sensitivity function in aviation)

사자 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운항기술기준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작’ ( , 2003),

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직무 스트레스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항공관련 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B.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 및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

악하여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파악한다1) .

항공정비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파악한다2)

항공정비사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파악한다3) .

항공정비사의 작업관련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파악한다4) .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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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C.

항공정비사1)

정비 라 함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지속적인 감항성 을 보증하‘ ’ (airworthiness)

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서 오버홀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중, (overhaul), , , ,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말하며 운항기술기준 항공정( , 2003), ‘

비사 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와 같은 정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명’

을 득한 자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 민간항공사에 근무하며 항공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정비사를 말한다.

근골격계 증상2)

근골격계 질환은 신경 건 근육 추간판과 같은 지지구조 등에 관련된 건강상태, , ,

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벼운 간헐적 증상부터 심한 만성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질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1997).

의 기준에 의거하여 목 어깨 팔 팔꿈치 손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발에(NIOSH) , , / , / / , , /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찌릿찌릿함 등의 증상이 한, , , , ,

가지 이상 있으며 관련증상이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난 년 동안 달에 번, 1 1 1 1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NIOSH, 1997).

위험요인3)

근골격계 질환은 생산성 증대에 따른 단순반복 작업의 횟수와 작업동작 속도의

증대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 그리고 작업자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과 여러 가지, ,

작업조건들이 상호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김정룡( , 2004),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작업, ,

관련 특성 및 이러한 특성들의 상호 복합적 요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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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Ⅱ

근골격계 증상A.

근골격계질환은 목과 허리 상하지의 근육 신경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 ,․
타나는 질환 박정선 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용어는 근골격계 장애( , 2003) , ‧
증상질환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김숙영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03).‧

에서는 한번 통증이 발생되면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과거 년간 적어도(NIOSH) 1 1

달에 번 이상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근골격계 증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1 1 ,

일한 신체부위에 유사질병과 사고병력이 없어야 하고 현재의 작업이 시작 된 이

후에 발생한 증상을 직업병으로 정의하고 있다(NIOSH, 1997).

근골격계질환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년 에 의1713 Ramazinni

해 기술되었다 대한산업의학회 그러나 산업보건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문( , 2002).

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작업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작업방식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의 어깨 팔 목 손, , ,

등 신체 일부 부위에 작업부하가 집중되고 업무 수행에 동반된 정신적 스트레스

의 부하가 증가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이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김일룡(

윤철수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노2001, 1999).

동기구 에서는 년에 공식적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ILO) 1960

인정하게 되었다 김혜진( , 2004).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질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노동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보고서 에(Annual Survey of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서는 근골격계질환을 반복 외상성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년 건에 불과하던 반복 외상성 질환은 매우 급속히 증가하여 년1972 23,800 1994 14

배나 증가한 만 건이었으며 년에는 약 만 건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33 , 1995 3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매년 억 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 130 -200



- 6 -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7).

골격계질환은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유발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

하여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지난 년에 걸쳐 나타났던 증가율이 불과 년, 22 4

안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

키는 요인은 아주 다양하며 작업특성과 관계되는 반복적인 작업 과도한 힘의 사,

용 부적합한 작업자세 진동 저온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등 신체부위에 가해지는, , , ,

물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생활습관 등의 다양, ,

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룡 허경( 2004,

화 2003, Hoogendoorn 2000,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따라서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1997).

인이 작용한다는 그 특성을 이해하고 폭 넓은 접근이 요구된다.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

인구사회학적 특성1.

그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논문 편을 분석한 연83

구에서 김숙영 일반적 특성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변수는 연령이었고 다( , 2003)

음이 결혼여부 학력 성별 순이었다, , .

성별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호소에 대한 연구결과 여성의 증상 호소율이 높다는

보고가 많았으나 김태수 김형렬 한상완( 2003, 2003, 2003, Bernard 1994,

성별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의 차이가 생리적 차이 때문이지 위Johansson 1994),

험요인에 노출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경 일생의 첫 번째 요통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35 (Guo,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 요양신청자 가운데 세가 가장 많았으며 신1995). 30-39 ,

체부위 가운데서 허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영석 일부 연구에서는(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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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근골격계질환에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나 김혜진( 2004, English 1995,

다른 연구들에서는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김지윤Guo 1995, Ohlsson 1994), (

이준석 한현미2004, 2001, 2003, Punnett 1985).

결혼여부는 자동차 조립 근로자 정진주 객실승무원 한현미 산업( , 2001), ( , 2003),

재해 요통근로자 김지윤 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 , 2004) .

노동의 경우 골프장 경기보조원 허경화 중소규모 제조업 근로자 김혜진( , 2003), ( ,

작업자 김형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2004), VDT ( , 2003)

는 않았지만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증상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

신장 체중 등 체격특성을 변수로 한 연구에서 비만이 수근관증후군과 관, , BMI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다(Cannon 1981, Dieck 1985, Roquelaure 2002),

른 신체 부위와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건강행위관련 변수는 흡연 음주 운동이 많이 다루어졌고 김숙영 이 가, , ( , 2003),

운데 흡연의 경우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요통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인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유의하지 않(Finkelstein 1995, Svensson 1983, Tubach 2002),

았다 김태수 정진주 음주의 경우 정진주 의 연( 2003, 2001, Riihimaki 1989). (2001)

구에서는 달에 소주 병 이상을 마시는 근로자에서 증상 호소율이 유의하게 높1 1

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김형렬 김혜진 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2003), (2004)

것으로 나타났다.

의 보고서에 의하면 운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7)

동과 근골격계질환은 원인과 효과 보다 더욱 복잡한 관계라고“ (cause and effect)"

설명했다 신체적 활동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상해를. ,

입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을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으로 조사한 연구는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대개의 경우 작업관련성 근.

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김혜진 박병찬. (2004),

한현미 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김태수(2003), (2003) ,

정진주 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근로자의 증상 호소율이 그렇(2003), (2001)

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낮게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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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적 특성2.

직무 스트레스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 직무요구도와 근로자의 능력, ,

자원 또는 요구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정의할 수 있으며 건강문제와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직무 스트레스는 작업자와 작업조건의 상호작(NIOSH, 1999). ,

용의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성격 대처방법 등과 같은 작업자의 특성과 과도한 업. ,

무량 상반된 역할기대 등과 같은 작업조건 가운데 어떤 것을 보다 근본적인 요인,

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차도 간.

과할 수 없지만 특정한 작업조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보고,

가 증가하고 있다(NIOSH, 1999).

지난 년 동안 직무 스트레스와 다양한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20

행되어 왔다 그 결과 감정 및 수면 장애 위장장애 두통 등의 증상은 단기간에. , ,

나타나고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만성질병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발,

병 기간이 길고 스트레스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 스

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일부 만성질병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

하는 연구결과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Sauter, 1997).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지면서 스트레스

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관리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경용 가( , 2001).

장 널리 알려진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모델은 직무요구와 통제모델(Job demand

이다 이 모델의 개발은 에 의해 이루어졌으며and control model) . Karasek(1979) ,

모델개발에 근거가 된 자료는 미국 노동성의 고용의 질 조사(Survey on quality

였다 이 모델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사회적 지지of employment) . (social support)

개념을 추가하면서 부담 통제 지지 로 발전되어 현재 널- - (demand-control-support)

리 사용되고 있다 은 직무 스트레스는 작업 환경의 단일측면으로부. Karasek(1979)

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상황의 요구 정도와 그러한 요구에 직면한 근로자,

의 의사결정의 자유 범위와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직무 요.

구가 높으나 직무에 대한 재량도가 낮은 경우 직무 긴장 이 발생하여(job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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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본래 심혈관계질.

환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최근에는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역학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라는 용어 대신에 직무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직접 측정하는 것과 일치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직무긴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주영수( , 2003).

아직까지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근골격계질환에 영

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이 부족하지만, Hoogendoorn

등 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심리적 특(2000) ,

성이 생체역학적 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회심리적 특성이 근육,

긴장 호르몬 분비증가 등과 같은 생리적 메커니즘을 유발하여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질적인 변화와 증상을 유발한다 셋째 사회심리적 특성이 개인의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에 변화를 주어 발생한다 넷째 사회심리적 특성과 근골격계질환과의 관,

련성이 작업의 물리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혼동될 수 있다는 가지 설명을 제시4

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특성이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특성과 육체적 부담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는 없지만 단조로운 업무 높은 업무량, (monotonous work), (high perceived

시간 압박 낮은 사회적 지지 낮은 직무만족 등은 근골workload), (time pressure), ,

격계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Bongers 1993, Harkness 2003, Hoogendoorn

국내 연구에서도 직무의 단순성 직무 구분의 모호성 직무의 자율성 부재2000). , , ,

낮은 사회적 지지 직무요구도 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김종은 김태수 김형렬 이( 2003, 2003, 2003,

준석 정진주 한상환 한현미 허경화 또한 직무요구2001, 2001, 2003, 2003, 2003).

도 의사결정 권한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은 인지하는 통증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 ,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 2003, Huang 2004). Karasek

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고 긴장 군이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율과 질환(high strain)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오장 정진주 주영수( 1996, , 200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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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mingas 1997).

이러한 사회심리적 특성은 신체적 위험요인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더욱 중

요하게 작용하였으며 각 요인이 단독으로 영향을 미칠 때보다 두 가지 요인이 상,

호작용 할 때 위험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Devereux 2002, Roquelaure

또한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심리적 특성은 근골격2002). , ,

계 증상호소나 질환의 발생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병가 및 업무복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rause 2001, Tubach 2002).

작업관련 특성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

침에 의하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

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 , ( ,

산업재해 요양신청서를 분석하여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관련요2003).

인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무리한, (89.0%), (63.7%),

힘 이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영석(53.0%) ( , 2001).

에서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질환과 작업관련 위험요인과의 관련성NIOSH(1997)

에 대해 여러 실험적역학적 연구를 정리한 결과 팔 손 손목은 반복동작 힘 작, , / , ,․
업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으나 목과 목어깨 부위는 작업자, ․
세 허리부위는 들어올리기 힘든 육체 작업과 전신진동이 더 큰 영향을 주는 위험, /

요인으로 조사되어 신체 부위별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제품 조립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목 어깨 손목 손가락 부, , , /

위에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힘 요인의 연관성이 관찰되었고 한상환 알루( , 2003),

미늄 제련소 근로자의 경우 상완이 뒤틀리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어깨 손 손목, / ,

팔꿈치 부위의 증상발생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신발공장 근로자의(Hughes, 1997).

수근관증후군 발생율과 유병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수근관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작업은 없었지만 손가락의 빠른 움직임이 예측요인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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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 가운데 특히 어깨의 경우 중량물 들어올리기 중량(Roquelaure, 2002). ,

물을 거나 당기는 것 어깨 높이 위에서 손으로 작업하는 것이 통증 발생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는 반복적으로(Harkness 2003, Hoozemans 2002).

앞뒤로 구부리는 것 들어올리기 고 당기기 취급물건의 무게 등이 영향을 미쳤, , ,

다 한현미( 2003, Hoozemans 2002, Tubach 2002, Xiao 2004).

근무경력과 관련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 이준석 와 다양한 업종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유( , 2001) (

송희 에서는 경력이 오래 될수록 질환 발생이 높았던 반면 자동차 및 부품, 1999) ,

조립 남자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증상호소율이 낮게 조사되었으며 이영석( 2001,

정진주 또 다른 연구에서는 김태수 김혜진 통계적으로 유의하2001), ( 2003, 2004)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의 경우 정진주 의 연구에서 주간근무 또. (2001)

는 교대근무와 같은 근무형태는 증상 호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작업강도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어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이 높았으며 이는 많은 연구에서 가장 유의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확인되었다 김, (

태수 김혜진 박병찬 정진주 허경화2003, 2004, 2003, 2001, 2003, IJzelenberg

2004, Kraus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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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Ⅲ

연구설계A.

본 연구는 민항공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B.

본 연구는 년 월 현재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항공정비사2004 10 A

명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638 .

표본 추출은 비확률 표집 가운데 할당표집을 실시하여 항공정비사의 작업활동

특성에 따라 부문으로 분류한 후 각 부문별 에 해당되는 명에게 설문지4 60% 385

를 배포하였고 이 가운데 인 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77.9% 300 .

한 명과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질병력과 상해력을 가진 명3 37

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항공사에 소속된 여성 항공정비사는 총 명. A 7

으로 전체 명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이 년 내외로 길지638 0.01% 3

않아 응답한 명의 여성 항공정비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연구의 최종 연4

구대상은 총 명이었다256 .

연구도구C.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근골격계 증상 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사회심리적 특성7 , 11 , 22

문항 작업관련 특성 문항 등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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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증상1.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미국 산업안전보

건연구원 에서 정한 근골격계 증상 기준과 미국 국립표준과학연구원(NIOSH)

에서 만든 증상조사표를 근거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에서 작성한 근골(ANSI) (2003)

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의 증상조사표 를 이용하였다 이 증상조사표는< > .

목 어깨 팔 팔꿈치 손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발 등 신체부위별 증상과 징후 등, , / , / / , , /

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신체 부위중 어느 하나에서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 , ,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찌릿찌릿함 등의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있으며 관련증상, , ,

이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난 년 동안 달에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1 1 1 1 NIOSH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자로 분류하였다(NIOSH, 1997).

인구사회학적 특성2.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나이 성별 결혼상태 가사노동 질병력 상해력, , , , , ,

신장 체중 등 문항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음주 운동 등 건강행위 관련 문항으, 8 , , 3

로 구성하였다.

사회심리적 특성3.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은 이 개발한Karasek(1985) Job

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 제창한Content Questionnare(JCQ) . Karasek(1979)

모델을 기초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며 국제적으로도 조사연Demand-Control

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체는 항목 이상이지만 의 권장판은. JCQ 100 , Karasek

항목 축소판은 항목이다 박정선 본 연구에서는 직무재량도49 , 22 ( , 2004). (decision

개 직무요구도 개와 사회적 지지latitude) 9 , (psychological job demands) 5 (social

는 상사의 지지 개 동료의 지지 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항목의 축소support) 4 ,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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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는 년에 조성일 등이 번역 역번역을 거쳐 작. JCQ 2001 -

성하였으며 센터에 요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JCQ .

각 항목은 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점 대부분 그렇다 점 조금 그렇다4 ‘ ’ 4 , ‘ ’ 3 , ‘ ’ 3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으로 표기하게 하였다 산출방식은 이 제, ‘ ’ 1 . Karasek(1985)

시한 공식에 따라 가중치를 넣은 항목도 있으며 계산식에 따라 척도 점수를 산출

하였다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사회적 지지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는 연구. , , , ,

대상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었다 직무긴장도는 직무.

요구도가 높고 재량도가 낮은 군을 긴장도가 높은 군으로 그 밖의 대상자는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현재까지 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대의 연구는 하미나 등 의JCQ (2001)

직무스트레스 연구회 공동연구팀에서 국내 총 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24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사회적6,977 , ,

지지 영역에서 각각 값이 이었다 본 연구에서Chronbach's alpha 0.75, 0.59, 0.88 .

의 값은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사회적지지 이Chronbach's alpha 0.65, 0.56, 0.78

었다.

작업관련 특성4.

작업관련 특성으로는 근무경력 근무형태 육체적 부담 등에 대한 작업관련 일반, ,

적 특성 문항과 경력 년 이상의 항공정비사 명과 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3 10 2

작성된 개의 정비 작업 에 대한 작업난이도와 빈도를 조사하였다 정비 작업21 .「 」

유형에 따른 난이도는 힘이 드는 정도에 따라 매우 힘들다 점 비교적 힘들다, ‘ ’ 4 , ‘ ’

점 약간 힘들다 점 전혀 힘들지 않다 점으로 점 척도로 표기하게 하였다3 , ‘ ’ 2 , ‘ ’ 1 4 .

이는 가 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불규칙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조사하Conrad(2000)

기 위해 소방관과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작업 빈paramedics 374 .

도는 점 척도 즉 매우 자주 한다 점 비교적 자주 한다 점 약간 자주 한다4 , ‘ ’ 4 , ‘ ’ 3 , ‘ ’

점 횟수가 많지 않다 점으로 표기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이 힘들고2 , ‘ ’ 1 .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작업부하는 해당 작업의 난이도와 빈도를 곱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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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부하가 큰 것을 의미한다, .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D.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 이었다2004 10 18 10 25 8 .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 외에 항공사 항공정비사 담당 간호사 명 정비부문A 1 ,

안전관리자 명을 연구보조자로 활용하여 이들에게 연구목적 자료수집 방법과 절1 ,

차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중 주간 근무자들에게는 항공사 항공정비사들이 근무하는 작A

업장에 방문하여 작업 중 정해진 휴식시간에 항공정비사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 기입식,

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의 목적 외.

에 개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재 확인

시켰다 자료수집 기간 중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안전관리자가 설문지를 배포한 후.

정해진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비 을 보장하였다.

자료분석방법E.

수집된 자료는 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SPSS 12.0 Version .

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근골격계 증상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작업관련 특1) , , ,

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작업관련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의2) , ,

차이를 보기 위하여 x2 검정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t .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3)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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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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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Ⅳ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A.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과 같다< 1> .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세가 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31-35 40.2% ,

세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사노동은 거의하지35.72 . 78% ,

않는다는 응답이 로 많았다 상해력은 없다고 한 사람이 로 높았다 대73.5% . 60.7% .

상자의 체격은 평균 신장 평균 체중 평균 신체질량지수는172.3cm, 70.3kg,

23.7kg/m2으로 정상에 해당되었다.

흡연은 피우다 끊음 금연 로 응답시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37.2%, 29.1%

람이 를 차지했다 음주는 빈도가 달에 회 이상인 경우 음주를 한다고 분66.3% . 1 4

류하였으며 음주자가 로 많았다 운동은 주에 적어도 회 회 분 이상53.1% . 1 2-3 , 1 30

규칙적으로 한다와 안한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각 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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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1.

n=256*

무응답 제외*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B.

사회심리적 특성은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사회적 지지로 측정하였으며 대상자, ,

의 사회심리적 특성은 표 와 같다< 2> .

대상자의 직무재량도 평균은 직무요구도 평균은 로 나타났다 사회적63.11, 33.17 .

지지는 평균 였고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상사의22.59 ,

지지는 평균 동료의 지지는 평균 로 상사보다는 동료의 지지가 높았다10.76, 11.84 .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사회적지지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의 중앙값을 기준, , , ,

변 수 구 분 n(%) Mean±SD

연 령 세이하30 41(16.1) 35.72±5.66

세31-35 102(40.2)

세36-40 63(24.8)

세이상41 48(18.9)

결혼상태 미혼 56(22.0)

기혼 199(78.0)

가사노동 거의하지 않음 186(73.5)

시간 이상1 67(26.5)

상해력 유 99(39.3)

무 153(60.7)

체 격 신장 172.29±5.09

체중 70.27±8.15

BMI 23.66±2.46

흡 연 금연 72(29.1)

피우다끊음 92(37.2)

흡연 83(33.6)

음 주 한다 113(53.1)

안한다 100(46.9)

운 동 한다 127(50.0)

안한다 127(50.0)



- 19 -

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직무재량도의 경우 높은 군의 평균이.

낮은 군은 이었으며 직무요구도는 높은 군의 평균이 낮은 군이69.48, 56.48 , 36.65,

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높은 군의 평균이 낮은 군은 이었다 상사29.78 . 24.62, 21.18 .

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는 높은 군의 평균이 각각 이고 낮은 군의 평균12.33, 12.25 ,

이 로 상사의 지지에서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9.46, 10.28

수 있었다.

표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분포2.

n=239

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C.

작업관련 특성으로 근무경력 근무형태 작업에 대한 육체적 부담을 조사한 결과, ,

표 과 같다< 3> .

근무경력은 평균 년으로 년 이상이 년이 로 년 이상의9.21 11 41.5%, 6-10 33.5% 6

변 수 Mean±SD Median

직무재량도 63.11±8.45 63.15

높음 69.48±5.37

낮음 56.48±5.39

직무요구도 33.17±4.43 33.23

높음 36.65±3.01

낮음 29.78±2.58

사회적지지 22.59±2.76 23.07

높음 24.62±1.95

낮음 21.18±2.32

상사의 지지 10.76±2.23 11.17

높음 12.33±1.82

낮음 9.46±1.74

동료의 지지 11.84±1.16 11.88

높음 12.25±0.70

낮음 10.2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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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가 였다 근무형태는 시간 교대근무 낮 근무 기타75.0% . 12 59.8%, 37.1%,

로 교대근무 형태가 가장 많았다 작업에 대한 육체적 부담은 견딜만함이3.1% .

로 많았고 약간 힘듦이 였으며 전혀 힘들지 않음과 매우 힘듦은53.1% , 28.9% , 9.0%

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개 정비작업 유형별 난이도 빈도 및 부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21 , < 4>

와 같다.

난이도의 점수범위는 점에서 점이고 전체 정비작업에 대한 난이도 평균은1 4 ,

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정비작업은 운항정비 기체정비 부품정비 검사2.43 . , , ,

등 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부문별 난이도는 기체정비 운항정비4 2.57,

검사 부품정비 순으로 높았다 개 구체적인 정비작업 가운데 전2.36, 2.25, 2.23 . 21

체 정비작업 평균 난이도 보다 높은 작업은 부품교환 항공기 대수리 및 개조2.99,

항공기 중정비 항공기 계획정비 판금작업 비파괴 검사2.91, 2.66, 2.58, 2.54, 2.50,

전기전자 부품 순이었다2.46 .

빈도의 점수범위는 점에서 점이고 전체 정비작업에 대한 빈도 평균은 로1 4 , 2.72

비교적 자주하는 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문별 빈도는 부품정비‘ ’ . 2.91,

기체정비 운항정비 검사 순이었다 전체 정비작업 평균 빈도보다 높2.72, 2.59, 2.31 .

은 정비작업은 항공기용 부품정비 및 수리 항공기 중정비 항공기 견인3.06, 2.97,

점검 순이었다2.90, 2.83 .

작업의 난이도와 빈도를 곱하여 산출한 부하의 점수범위는 점에서 점이며1 16 ,

평균 부하는 점으로 부하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문별 부하는 기체정6.79 .

비 부품정비 운항정비 검사 순이었다 전체 정비작업 평균 부7.17, 6.71, 6.33, 5.36 .

하보다 높은 정비작업은 항공기 중정비 항공기 부품정비 및 수리 항공8.00, 7.17,

기 계획정비 순으로 높았다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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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 분포3.

n=256

변 수 구 분 n(%) Mean±SD

근무경력 년이하5 56(25.0) 9.21±53.18

년6-10 75(33.5)

년이상11 93(41.5)

근무형태 교대근무 153(59.8)

낮근무 95(37.1)

기타 8(3.1)

육체적 부담 전혀힘들지않음 23(9.0)

견딜만함 136(53.1)

약간힘듦 74(28.9)

매우힘듦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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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비작업 유형별 난이도 빈도 및 부하4. ,

변 수
난이도 빈 도 부 하

(M±SD) (M±SD) (M±SD)

전체 정비작업 (n=217) 2.43±0.64 2.72±0.86 6.79±3.10

운항정비 (n=118) 2.36±0.65 2.59±0.88 6.33±3.14

점검 (n=98) 2.22±0.84 2.83±1.11 6.58±4.01

결함수정 (n=80) 2.09±0.78 2.18±1.15 4.93±3.68

부품교환 (n=94) 2.99±0.82 2.04±1.06 6.12±3.87

항공기 견인 (n=79) 1.96±0.85 2.90±1.21 6.24±4.29

기체정비 (n=77) 2.57±0.62 2.72±0.87 7.17±3.15

항공기 계획정비 (n=48) 2.58±0.65 2.63±1.00 6.94±3.50

항공기 중정비 (n=61) 2.66±0.66 2.97±1.03 8.00±3.71

항공기 대수리 및 개조 (n=46) 2.91±0.69 2.30±1.11 6.70±3.68

판금작업 (n=28) 2.54±0.74 2.46±1.20 6.54±3.99

기계가공 (n=18) 2.28±0.96 2.11±1.02 5.06±3.39

도장작업 (n=18) 2.39±0.98 1.67±0.91 4.22±3.04

용접 (n=12) 2.42±1.09 1.83±1.19 4.25±2.56

정비지원용 장비정비 (n=13) 2.38±0.87 1.85±0.80 4.38±2.50

공구실 관리 (n=14) 1.93±0.83 2.14±1.17 4.36±3.39

부품정비 (n=41) 2.23±0.66 2.91±1.03 6.71±3.30

항공기용 부품정비 및 수리 (n=36) 2.31±0.75 3.06±0.92 7.17±3.16

시뮬레이터 정비 (n=7) 1.71±0.95 1.86±1.21 4.14±4.56

압력용기 취급 (n=12) 1.83±0.58 2.33±1.07 4.67±3.20

전기전자 부품 (n=13) 2.46±0.66 2.38±1.04 6.08±3.35

검사 (n=27) 2.25±0.81 2.31±0.91 5.36±3.08

항공기 정비확인 검사 (n=18) 2.00±0.69 2.39±1.04 4.39±1.58

부품 정비확인 검사 (n=14) 2.00±0.78 2.07±1.00 4.21±2.67

항공기재 검수 (n=12) 2.00±0.95 1.50±0.91 2.75±1.29

비파괴 검사 (n=18) 2.50±0.99 2.33±1.14 5.9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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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D.

본 연구 대상자 가운데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를 조사한 결과 표 와 같다< 5> .

신체부위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에서 기준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자로NIOSH

분류할 수 있는 대상자는 였다 신체부위별로는 허리 어깨 다25.8% . 12.9%, 10.2%,

리 발 목 손 손목 손가락 팔 팔꿈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9.4%, 9.0%, / / 5.9%, / 2.7% .

표 진단기준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5. NIOSH

n=256

근골격계 증상 신체부위 가운데 곳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 : 1

부 위
유증상자

n (%)

무증상자

n (%)

근골격계 증상 66(25.8) 190(74.2)

목 23(9.0) 233(91.0)

어깨 26(10.2) 230(89.8)

팔 팔꿈치/ 7(2.7) 249(97.3)

손 손목 손가락/ / 15(5.9) 241(94.1)

허리 33(12.9) 223(87.1)

다리 발/ 24(9.4) 2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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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요인과의 관계E.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 유무와의 차이를 x2 로 분석-test

한 결과 표 과 같다< 6>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의 경우 세 이하에서 유증상자가 로 많았고30 29.3% ,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상 호소율이 적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자와 기혼자의 호소율이 각각 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26.8%, 25.1% .

사노동의 경우 거의하지 않는 대상자군 시간 이상 하는 군은 로 가24.2%, 1 31.1%

사부담이 높을수록 증상 호소율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과거 운.

동 또는 사고로 인한 상해력이 있는 자의 증상 호소율이 로 높았으며 체격29.3% ,

특성은 비만인 자의 호소율이 로 정상 과체중 에 비해 높았으나50% 27.6%, 20.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건강행위와 관련된 변수에서 흡연은 피우나 끊은 대상자 군이 로 현재 금31.5%

연이나 흡연중인 대상자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였고 음주는 주 회 이상 음주하는, 1

자가 로 음주를 하지 않는 대상자의 에 비해 높았다 운동은 규칙적인27.4% 24.9% .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의 증상 호소율이 로 운동을 하는 대상자군의 의29.1% 22.0%

증상 호소율에 비해 높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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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6.

n=256*

변수 구분

근골격계 증상

유

n(%)

무

n(%)
x2 P

연령 세이하30 12(29.3) 29(70.7) 2.008 0.571

세31-35 29(28.4) 73(71.6)

세36-40 15(23.8) 48(76.2)

세이상41 9(18.8) 39(81.3)

결혼상태 미혼 15(26.8) 41(73.2) 0.006 0.938

기혼 50(25.1) 149(74.9)

가사노동 거의하지않음 45(24.2) 141(75.8) 0.961 0.327

시간이상1 21(31.3) 46(68.7)

상해력 유 29(29.3) 70(70.7) 0.764 0.382

무 36(23.5) 117(76.5)

BMI 정상 48(27.6) 126(72.4) 2.459 0.292

과체중 14(20.6) 54(79.4)

비만 2(50.0) 2(50.0)

흡연 금연 18(25.0) 54(75.0) 1.813 0.404

피우다끊음 29(31.5) 63(68.5)

흡연 19(22.9) 64(77.1)

음주 한다 31(27.4) 82(72.6) 0.172 0.678

안한다 24(24.9) 76(76.0)

운동 한다 28(22.0) 99(78.0) 1.323 0.250

안한다 37(29.1) 90(70.9)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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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2.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차이를 관계 x2 로 분석한-test

결과 표 과 같다< 7> .

직무재량도는 재량도가 낮은 군 직무요구도는 요구도가 높은 군의 증상 호소율,

이 높았다 직무재량도와 직무요구도를 조합한 직무긴장도의 경우 직무재량도가.

낮고 직무요구도가 높은 고 긴장군의 증상 호소율이 로 저 긴장군 에32.8% 22.1%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지지가 낮은 대상자 군의 증상 호소율이 로 높은 군의32.6%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지 가운데 상사의13.3% (p=.001).

지지의 경우 지지가 낮다고 응답한 군의 증상 호소율이 로 높았으며 통계적35.1%

으로 유의하였다 동료의 지지 또한 지지가 낮은 대상자 군의 호소율이 높(p=.000).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7.

n=239

변수 구분

근골격계 증상

유

n(%)

무

n(%)
x2 P

직무긴장도 높음 19(32.8) 39(67.2) 2.142 0.143

낮음 40(22.1) 141(77.9)

직무재량도 높음 24(19.7) 98(80.3) 2.842 0.092

낮음 35(29.9) 82(70.1)

직무요구도 높음 33(28.0) 85(72.0) 1.023 0.312

낮음 26(21.5) 95(78.5)

사회적지지 높음 13(13.3) 85(86.7) 10.636 0.001

낮음 46(32.6) 95(67.4)

상사의지지 높음 13(12.0) 95(88.0) 15.738 0.000

낮음 46(35.1) 85(64.9)

동료의지지 높음 42(22.2) 147(77.8) 2.351 0.125

낮음 17(34.0) 3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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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3.

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차이를 관계 x2 로 분-test, t-test

석한 결과 표 과 같다< 8> .

작업관련 특성에서 근무경력은 년 이하에서 증상 호소율이 로 가장 높았5 28.6%

고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자의 증상 호소율이 로 낮 근무 기타 에 비해 높았으27.5% 23.2%, 25.0%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육체적 부담은 매우 힘들다고.

느끼는 대상자 군의 증상 호소율이 로 전혀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군의69.6%

에 비해 배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8.7% 8 (p=.000).

작업활동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의 경우 전체작업에 대해 유증상 군의 평균 난

이도는 빈도 난이도와 빈도를 곱한 부하는 로 무증상 군의 평균 난2.45, 2.81, 7.07

이도 빈도 부하 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2.43, 2.69, 6.69 .

표 작업관련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8.

변수 구분

근골격계 증상

유

n(%)/M±SD

무

n(%)/M±SD
x2/t P

근무경력 년이하5 16(28.6) 40(71.4) 0.915 0.633

(n=224) 년6-10 21(28.0) 54(72.0)

년이상11 21(22.6) 72(77.4)

근무형태 낮근무 22(23.2) 73(76.8) 0.567 0.753

(n=256) 교대근무 42(27.5) 111(72.5)

기타 2(25.0) 6(75.0)

육체부담 전혀힘들지않음 2(8.7) 21(91.3) 29.311 0.000

(n=256) 견딜만함 27(19.9) 109(80.1)

약간힘듦 21(28.4) 53(71.6)

매우힘듦 16(69.6) 7(30.4)

전체작업 난이도 2.45±0.64 2.43±0.64 -0.240 0.810

(n=217) 빈 도 2.81±0.81 2.69±0.88 -0.962 0.337

부 하 7.07±3.12 6.69±3.10 -0.81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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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요인과의 관계F.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무와의 차이를

x2 로 분석한 결과 표 표 와 같다-test < 9-1>, < 9-2> .

연령의 경우 연령대 별로 증상 유무의 차이가 없었으며 결혼 상태는 손 손목, / /

손가락 다리 발 부위를 제외한 신체부위에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증상 호소율, /

이 높았다 가사노동은 시간 이상 하는 대상자 군이 거의하지 않는 군에 비해 손. 1

손목 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상해력의 경우/ / .

상해력이 있는 대상자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어깨 다리 발 부위를 제외한 신체부, /

위에서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였으며 체격특성에서는 비만이 정상과 과체중에 비,

해 목 팔 팔꿈치를 제외한 신체부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건강행위 관련 특성과 신체부위별 근골격

계 증상 유무를 분석한 결과 흡연은 피우다 끊은 대상자 군이 모든 신체부위에서,

현재 금연 또는 흡연 대상자 군에 비해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였다 음주는 손 손. /

목 손가락을 제외한 신체부위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대상자 군의 호소율이 높았으/

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운동은 손 손목 손가락과 다리 발을 제외. / / /

한 신체부위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허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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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9-1.

단위: n(%)

변수 구분
목 어깨 팔 팔꿈치/

유 무 x2 유 무 x2 유 무 x2

연령 세이하30 4(9.8) 37(90.2) 0.625 3(7.3) 38(92.7) 1.303 0(0.0) 41(100.0) 2.202

(n=254) 세31-35 10(9.8) 92(90.2) 13(12.7) 89(87.3) 3(2.9) 99(97.1)

세36-40 5(7.9) 58(92.1) 6(9.5) 57(90.5) 3(4.8) 60(95.2)

세이상41 3(6.3) 45(93.8) 4(8.3) 44(91.7) 1(2.1) 47(97.9)

결혼상태 미혼 6(10.7) 50(89.3) 0.130 6(10.7) 50(89.3) 0.000 2(3.6) 54(96.4) 0.000

(n=255) 기혼 16(8.0) 183(92.0) 20(10.1) 179(89.9) 5(2.5) 194(97.5)

가사노동 거의하지않음 13(7.0) 173(93.0) 2.855 17(9.1) 169(90.9) 0.574 5(2.7) 181(97.3) 0.000

(n=253) 시간이상1 10(14.9) 57(85.1) 9(13.4.) 58(86.6) 2(3.0) 65(97.0)

상해력 유 10(10.1) 89(89.9) 0.043 9(9.1) 90(90.9) 0.092 4(4.0) 95(96.0) 0.347

(n=252) 무 13(8.5) 140(91.5) 17(11.1) 136(88.9) 3(2.0) 150(98.0)

BMI 정상 15(8.6) 159(91.4) 0.567 21(12.1) 153(87.9) 2.876 4(2.3) 170(97.7) 0.909

(n=246) 과체중 7(10.3) 61(89.7) 4(5.9) 64(94.1) 3(4.4) 65(95.6)

비만 0(0.0) 4(100.0) 1(25.0) 3(75.0) 0(0.0) 4(100.0)

흡연 금연 4(5.6) 68(94.4) 4.159 7(9.7) 65(90.3) 1.054 1(1.4) 71(98.6) 1.366

(n=247) 피우다끊음 13(14.1) 79(85.9) 12(13.0) 80(87.0) 4(4.3) 88(95.7)

흡연 6(7.2) 77(92.8) 7(8.4) 76(91.6) 2(2.4) 81(97.6)

음주 한다 10(8.8) 103(91.2) 0.003 11(9.7) 102(90.3) 0.006 3(2.7) 110(97.3) 0.000

(n=213) 안한다 10(10.0) 90(90.0) 11(11.0) 89(89.0) 3(3.0) 97(97.0)

운동 한다 10(7.9) 117(92.1) 0.191 10(7.9) 117(92.1) 0.710 2(1.6) 125(98.4) 0.588

(n=254) 안한다 13(10.2) 114(89.8) 15(11.8) 112(88.2) 5(3.9) 12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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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9-2.

단위: n(%)

*p<.05

변수 구분
손 손목 손가락/ / 허리 다리 발/

유 무 x2 유 무 x2 유 무 x2

연령 세이하30 2(4.9) 39(95.1) 3.981 7(17.1) 34(82.9) 6.537 3(7.3) 38(92.7) 2.856

(n=254) 세31-35 8(7.8) 94(92.2) 18(17.6) 84(82.4) 13(12.7) 89(87.3)

세36-40 4(6.3) 59(93.7) 9(9.5) 57(90.5) 4(6.3) 59(93.7)

세이상41 0(0.0) 48(100.0) 2(4.2) 46(95.8) 3(6.3) 44(93.8)

결혼상태 미혼 2(3.6) 54(96.4) 0.146 11(19.6) 45(80.4) 2.149 5(8.9) 51(91.1) 0.000

(n=255) 기혼 12(6.0) 187(94.0) 22(11.1) 177(88.9) 18(9.0) 181(91.0)

가사노동 거의하지않음 12(6.5) 174(93.5) 0.081 22(11.8) 164(88.2) 0.555 16(8.6) 170(91.4) 0.310

(n=253) 시간이상1 3(4.5) 64(95.5) 11(16.4) 56(83.6) 8(11.9) 59(88.1)

상해력 유 7(7.1) 92(92.9) 0.110 16(16.2) 83(83.8) 1.287 9(9.1) 90(90.9) 0.000

(n=252) 무 8(5.2) 145(94.8) 16(10.5) 137(89.5) 15(9.8) 138(90.2)

BMI 정상 8(4.6) 166(95.4) 3.319 24(13.8) 150(86.2) 0.643 19(10.9) 155(89.1) 3.618

(n=246) 과체중 4(5.9) 64(94.1) 8(11.8) 60(88.2) 3(4.4) 65(95.6)

비만 1(25.0) 3(75.0) 1(25.0) 3(75.0) 1(25.0) 3(75.0)

흡연 금연 4(5.6) 68(94.4) 0.067 8(11.1) 64(88.9) 1.127 7(9.7) 65(90.3) 0.295

(n=247) 피우다끊음 6(6.5) 86(93.5) 15(16.3) 77(83.7) 10(10.9) 82(89.1)

흡연 5(6.0) 78(94.0) 10(12.0) 73(88.0) 7(8.4) 76(91.6)

음주 한다 8(7.1) 105(92.9) 0.120 13(11.5) 100(88.5) 0.015 11(9.7) 102(90.3) 0.000

(n=213) 안한다 5(5.0) 95(95.0) 13(13.0) 87(87.0) 10(10.0) 90(90.0)

운동 한다 9(7.1) 118(92.9) 0.283 10(7.9) 117(92.1) 4.326* 12(9.4) 115(90.6) 0.000

(n=254) 안한다 6(4.7) 121(95.3) 22(17.3) 105(82.7) 12(9.4) 1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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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2.

대상자의 사회심리적적 특성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무와의 차이를

x2 로 분석한 결과 표 표 와 같다-test < 10-1>, < 10-2> .

직무긴장도는 목 어깨를 제외한 신체부위에서 긴장도가 높은 대상자군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무재량도에서는 어깨를 제외, .

한 모든 신체부위에서 재량도가 낮은 대상자 군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고 다리 발, /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무요구도는 어깨 손 손목 손가락 다리(p=.034). , / / ,

발 부위에서는 요구도가 높은 군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나 그 밖의 신체부위에/ ,

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지지가 낮은 대상자 군이 모든 신체부위에서 높은 증상 호

소율을 보였으며 목 어깨 허리 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 (p=.018), (p=.028), (p=.042)

하였다 사회적 지지 가운데 상사의 지지는 모든 신체부위에서 지지가 낮은 대상.

자 군에서 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며 목 어깨 허리 다리, (p=.001), (p=.009), (p=.013), /

발 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동료의 지지 또한 모든 신체부위에서(p=.046) .

지지가 낮은 대상자 군의 호소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32 -

표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10-1.

n=239

변수 구분

목 어깨 팔 팔꿈치/

유

n(%)

무

n(%)
x2 P

유

n(%)

무

n(%)
x2 P

유

n(%)

무

n(%)
x2 P

직무긴장도 높음 3(5.2) 55(94.8) 0.724 0.395 5(8.6) 53(91.4) 0.002 0.967 2(3.4) 56(96.6) 0.002 0.966

낮음 18(9.9) 163(90.1) 18(9.9) 163(90.1) 4(2.2) 177(97.8)

직무재량도 높음 10(8.2) 112(91.8) 0.010 0.920 12(9.8) 110(90.2) 0.000 1.000 1(0.8) 121(99.2) 1.671 0.196

낮음 11(9.4) 106(90.6) 11(9.4) 106(90.6) 5(4.3) 112(95.7)

직무요구도 높음 9(7.6) 109(92.4) 0.157 0.692 13(11.0) 105(89.0) 0.252 0.616 2(1.7) 116(98.3) 0.146 0.702

낮음 12(9.9) 109(90.1) 10(8.3) 111(91.7) 4(3.3) 117(96.7)

사회적지지 높음 3(3.1) 95(96.9) 5.637 0.018 4(4.1) 94(95.9) 4.835 0.028 0(0.0) 98(100.0) 2.716 0.099

낮음 18(12.8) 123(87.2) 19(13.5) 122(86.5) 6(4.3) 135(95.7)

상사의지지 높음 2(1.9) 106(98.1) 10.297 0.001 4(3.7) 104(96.3) 6.746 0.009 0(0.0) 108(100.0) 3.375 0.066

낮음 19(14.5) 112(85.5) 19(14.5) 112(85.5) 6(6.0) 125(95.4)

동료의지지 높음 15(7.9) 174(92.1) 0.386 0.534 15(7.9) 174(92.1) 2.102 0.147 4(2.1) 185(97.9) 0.062 0.804

낮음 6(12.0) 44(88.0) 8(16.0) 42(84.0) 2(4.0) 4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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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10-2.

n=239

변수 구분

손 손목 손가락/ / 허리 다리 발/

유

n(%)

무

n(%)
x2 P

유

n(%)

무

n(%)
x2 P

유

n(%)

무

n(%)
x2 P

직무긴장도 높음 5(8.6) 53(91.4) 0.502 0.479 7(12.1) 51(87.9) 0.000 1.000 9(15.5) 49(84.5) 2.722 0.099

낮음 9(5.0) 172(95.0) 21(11.6) 160(88.4) 13(7.2) 168(92.8)

직무재량도 높음 5(4.1) 117(95.9) 0.823 0.364 12(9.8) 110(90.2) 0.520 0.471 6(4.9) 116(95.1) 4.482 0.034

낮음 9(7.7) 108(92.3) 16(13.7) 101(86.3) 16(13.7) 101(86.3)

직무요구도 높음 9(7.6) 109(92.4) 0.765 0.382 13(11.0) 105(89.0) 0.017 0.896 12(10.2) 106(89.8) 0.082 0.775

낮음 5(4.1) 116(95.9) 15(12.4) 106(87.6) 10(8.3) 111(91.7)

사회적지지 높음 3(3.1) 95(96.9) 1.575 0.210 6(6.1) 92(93.9) 4.149 0.042 5(5.1) 93(94.9) 2.566 0.109

낮음 11(7.8) 130(92.2) 22(15.6) 119(84.4) 17(12.1) 124(87.9)

상사의지지 높음 3(2.8) 105(97.2) 2.447 0.118 6(5.6) 102(94.4) 6.183 0.013 5(4.6) 103(95.4) 3.987 0.046

낮음 11(8.4) 120(91.6) 22(16.8) 109(83.2) 17(13.0) 114(87.0)

동료의지지 높음 11(5.8) 178(94.2) 0.000 1.000 20(10.6) 169(89.4) 0.659 0.417 17(9.0) 172(91.0) 0.000 1.000

낮음 3(6.0) 47(94.0) 8(16.0) 42(84.0) 5(10.0) 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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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3.

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과의 차이를 관계 x2-test,

로 분석한 결과 표 표 와 같다t-test < 11-1>, < 11-2> .

작업관련 특성에서 근무경력의 경우 손 손목 손가락 허리는 년 이하의 대상자/ / , 5

군에서 증상 호소율이 높았고 목과 어깨 부위는 년 이하 군 팔 팔꿈치는, 6-10 , / 11

년 이상 군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무형태는 목 다리 발 부위는 교대근무자의. , /

증상 호소율이 높았고 허리는 낮 근무자 어깨 팔 팔꿈치와 손 손목 손가락은 기, , , / / /

타 근무자에서 호소율이 높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근무경력과 근무형태는 신체부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육체부담은 손 손목 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에서 매우 힘들다고 응답한/ /

대상자 군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며 목 어깨 허리 다리, (p=.024), (p=.006), (p=.004),

발 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31) .

정비작업의 난이도 빈도 부하와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과의 차이를 분석한, ,

결과 팔 팔꿈치와 허리 부위를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에서 유증상 군의 난이도 빈, / ,

도 부하가 더 높았으나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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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작업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11-1.

변수 구분

목 어깨 팔 팔꿈치/

유 무
x2/t P

유 무
x2/t P

유 무
x2/t P

n(%)/M±SD n(%)/M±SD n(%)/M±SD n(%)/M±SD n(%)/M±SD n(%)/M±SD

근무경력 년이하5 5(8.9) 51(91.1) 0.503 0.777 3(5.4) 53(94.6) 1.682 0.431 1(1.8) 55(98.2) 0.750 0.687

(n=224) 년6-10 8(10.7) 67(89.3) 9(12.0) 66(88.0) 1(1.3) 74(98.7)

년이상11 7(7.5) 86(92.5) 9(9.7) 84(90.3) 3(3.2) 90(96.8)

근무형태 낮근무 8(8.4) 87(91.6) 0.952 0.621 9(9.5) 86(90.5) 0.112 0.946 2(2.1) 93(97.9) 3.018 0.221

(n=256) 교대근무 15(9.8) 138(90.2) 16(10.5) 137(89.5) 4(2.6) 149(97.4)

기타 0(0.0) 8(100.0) 1(12.5) 7(87.5) 1(12.5) 7(87.5)

육체부담 전혀힘들지않음 1(4.3) 22(95.7) 9.414 0.024 1(4.3) 22(95.7) 12.422 0.006 0(0.0) 23(100.0) 6.254 0.100

(n=256) 견딜만함 11(8.1) 125(91.9) 10(7.4) 126(92.6) 5(3.7) 131(96.3)

약간힘듦 5(6.8) 69(93.2) 8(10.8) 66(89.2) 0(0.0) 74(100.0)

매우힘듦 6(26.1) 17(73.9) 7(30.4) 16(69.6) 2(8.7) 21(91.3)

정비작업 난이도 2.56±0.63 2.42±0.64 -0.996 0.320 2.63±0.67 2.41±0.63 -1.584 0.115 2.29±0.17 2.43±0.64 1.469 0.204

(n=217) 빈도 2.87±0.73 2.71±0.87 -0.838 0.403 2.72±0.68 2.73±0.88 0.029 0.977 2.95±0.32 2.72±0.86 -0.534 0.594

부하 7.56±3.39 6.71±3.07 -1.193 0.234 7.25±3.01 6.74±3.12 -0.764 0.446 6.75±0.65 6.80±3.13 0.1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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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작업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11-2.

변수 구분

손 손목 손가락/ / 허리 다리 발/
유 무

x2/t P
유 무

x2/t P
유 무

x2/t P
n(%)/M±SD n(%)/M±SD n(%)/M±SD n(%)/M±SD n(%)/M±SD n(%)/M±SD

근무경력 년이하5 4(7.1) 52(92.9) 1.192 0.551 9(30.0) 47(70.0) 3.191 0.203 6(10.7) 50(89.3) 0.639 0.726

(n=224) 년6-10 4(5.3) 71(94.7) 13(17.3) 62(82.7) 8(10.7) 67(89.3)

년이상11 3(3.2) 90(96.8) 8(8.6) 85(91.4) 7(7.5) 86(92.5)

근무형태 낮근무 6(6.3) 89(93.7) 0.786 0.675 13(39.4) 82(86.3) 1.242 0.538 8(8.4) 87(91.6) 1.140 0.565

(n=256) 교대근무 8(5.2) 145(94.8) 20(13.1) 133(86.9) 16(10.5) 137(89.5)

기타 1(12.5) 7(87.5) 0(0.0) 8(100.0) 0(0.00) 8(100.0)

육체부담 전혀힘들지않음 1(4.3) 22(95.7) 4.654 0.199 0(0.0) 23(100.0) 13.409 0.004 1(4.3) 22(95.7) 8.900 0.031

(n=256) 견딜만함 5(3.7) 131(96.3) 16(11.8) 120(88.2) 10(7.4) 126(92.6)

약간힘듦 8(10.8) 66(89.2) 9(12.2) 65(87.8) 7(9.5) 67(90.5)

매우힘듦 1(4.3) 22(95.7) 8(34.8) 15(65.2) 6(26.1) 17(73.9)

정비작업 난이도 2.49±0.74 2.43±0.63 -0.325 0.746 2.42±0.59 2.43±0.65 0.109 0.913 2.45±0.72 2.43±0.64 -0.132 0.895

(n=217) 빈도 2.81±0.73 2.72±0.87 -0.396 0.693 2.68±0.75 2.73±0.88 0.251 0.802 2.85±0.86 2.71±0.86 -0.738 0.461

부하 7.12±3.19 6.78±3.11 -0.393 0.695 6.59±2.56 6.83±3.18 0.381 0.703 7.27±3.75 6.74±3.03 -0.77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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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증상의 관련요인 분석G.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증상자와 무증

상자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특성들을 이용하여 으로 분석하logistic regression

였다 표 그 결과 상사의 지지와 육체적 부담이 로 유의하게 마지막 모< 12>. p<.05

델에 포함되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체적 부담으로 현재 수행하는 작업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근골

격계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지지가13.9 (p=.004).

낮은 대상자 군이 높은 군보다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배 높았다2.9

(p=.003).

표 근골격계 관련요인 분석12. logistic regression

n=256*

변수 B S.E. Odd Ratio 95% C.I. P

상사의지지 높음 1.0

낮음 1.069 .364 2.9 1.4-5.9 .003

육체적부담 전혀힘들지않음 1.0

견딜만함 0.631 .788 1.9 0.4-8.8 .424

약간힘듦 1.060 .805 2.9 0.6-14.0 .188

매우힘듦 2.630 .911 13.9 2.3-82.7 .004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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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Ⅴ

근골격계 증상A.

본 연구는 국내 일 민간항공사 소속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과 이와 관련

된 위험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 가운데 신체부위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가진 자는

였다 정진주 등 이 남성 중심 사업장 곳의 명을 대상으로 한 연25.8% . (2001) 6 15,603

구에서 근로자의 증상 호소율이 자동차정비를 주로 하는 사업장 자동차 조56.8%,

립생산과 관련된 사업장 선박건조 작업장 이었다 그 밖에 다른62.7-68.2%, 75.1% .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조선소 근로자 박병찬 진단방77.2%( , 2003),

사선과 방사선사 김태수 치과기공사 이준석 골프장 경30.8%( , 2003), 59.3%( , 2001),

기보조원 허경화 등의 증상 호소율을 보여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44.9%( , 2003)

증상 호소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질병력 또는 상

해력을 가진 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설문조사가 작업시간 중에 이루어져,

서 현재 병휴 중에 있는 정비사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의 증

상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검사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설문에만 의존하

였기 때문에 개인의 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차이가 결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실 보다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근골격계 증상의, .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의 기준에 따라 근골격계 관련증NIOSH

상이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난 년 동안 달에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근골1 1 1 1

격계 증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도 자각증상 만을 단독으. NIOSH(1993)

로 사용한 경우 이학적 검사를 진단기준에 병행한 경우에 비하여 유병율이 배에2

달했다고 보고하였다 등 이 알루미늄 제련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Hughe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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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면담과 신체검진을 병행하여 확인한 결과 면담만 시

행한 경우 신체검진을 병행했을 때보다 증상 호소율이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2

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에게도 신체검진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함께 적용했.

을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증상 호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근골격계 증.

상 호소율은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예방 프로그램시행에 있어

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정비사의 증상 호소부위는 허리 어깨 다리 발 목(12.9%), (10.2%), / (9.4%),

손 손목 손가락 팔 팔꿈치 순으로 높았다 한편 골프장 경기보조(9%), / / (5.9%), / (2.7%) .

원의 경우 다리 발 어깨 허리 순으로 높았으며 허경화/ (41.8%), (35.8%), (35.8%) ( ,

미용사는 어깨 목 허리 순이었고 강동묵 치2003), (61.0%), (59.9%), (53.2%) ( , 1999),

과기공사는 어깨 목 허리 순으로 보고 되었다 이준석(65.1%), (61.7%), (56.7%) ( ,

그러나 자동차 및 선박건조 근로자 정진주 의 경우 허리 어깨2001). ( , 2001) (41.9%),

다리 목 손 손목 팔 팔꿈치 로 조사되어 본(40.1%), (35.2%), (33.5%), / (33.5%), / (23.6%)

연구 대상자의 증상 호소부위의 빈도와 같은 순위를 보였다.

직종에 따라 주요 증상 호소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과

작업조건 등에 따라 주로 사용하거나 부담을 주는 신체부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허리부위는 반복적인 들기 대상물의 무. ,

게 앞뒤로 구부리는 것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발생요인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 , (

영석 한현미 어깨 부위는 어깨 높이 위에서 작업하는 것2001, 2003, Xiao 2004), ,

중량물을 거나 당기는 것 중량물 들어올리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석 본 연구에서는 항공정비사의 작( 2001, Harkness 2003, Hoozemans 2002).

업특성이나 작업조건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

이 관련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항공정비사의 작업과 자.

동차조립 정비 및 선박건조 작업은 그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다르지만 작업조건, ,

주로 사용하는 신체부위 등은 유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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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인 분석B.

연구결과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에는 작업관련 특성 가운데 육체적 부담

과 사회심리적 특성 가운데 상사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골격계질환은 육체적 조직적 사회심리적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 , ,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multifactorial origin)

그동안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의 육체적 부담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WHO, 1985),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일부 연구들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등 은(Bongers, 1993). Bigos (1991)

육체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요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Walsh

등 은 요통의 원인에 대해 육체적 부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에(1989) 20%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근골격계질환과 사회심리적 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육체적 부담은 근골격계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

였으며 신체부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팔 팔꿈치 손 손목 손가락을 제(p=.000), / , / /

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육체적 부담과 근골격계 증상과.

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 김태수 김혜진 박병찬 정진주( 2003, 2004, 2003,

허경화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2001, 2003, IJzelenberg 2004, Krause 1997) .

연구에서는 육체적 부담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관찰을 통해 평가되지는 않았다 이.

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 작업에 대한 난이도와 빈도를 측

정하였으며 이 결과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무증상자에 비해 높은 작업 난이도와,

빈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증상 때문에 작업에 대한 육체적인 부담을 더 높게 인식했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이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의 관련요인으로 작,

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작업 현장에서의 관찰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한 평가가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정비사의 경우 주관적인 작업부하가 높았던 항공기 중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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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항공기 부품정비 및 수리 부하 항공기 계획정비 부하 등( =8.00), ( =7.17), ( =6.94)

을 중심으로 작업특성과 작업조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근골격계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의 를Karasek Job Content Questionnare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직무재량도의 평균이 직무요구도는 사회적 지, 63.11, 33.17,

지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이었다 주영수 가 생산직 및22.59, 10.76, 11.84 . (2003)

사무직 근로자 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한 연구에서1,866

직무재량도 평균이 직무요구도 사회적 지지 상사의 지지62.56, 31.45, 22.49, 11.01,

동료의 지지 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결과를 주영수 의 연구결과에 대11.48 . (2003)

비하면 항공정비사는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은 특성을 지닌, ,

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 가운데 상사의 지지.

부분은 항공정비사가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상사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공정비사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단변량 분

석결과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 상사의 지지가 낮은 군 의 증상 호(p=.001), (p=.000)

소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지지와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에서.

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목 어깨 허리 는 통계적으로, (p=.018), (p=.028), (p=.042)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상사의 지지도 모든 신체부위에서 지지가 낮은 군의 증.

상 호소율이 높았으며 특히 목 어깨 허리 와 같은 신체 중(p=.001), (p=.009), (p=.013)

심부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등. Toomingas (1997)

이 사회심리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 신체부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팔,

다리와 같은 신체의 주변부위 보다는 목 어깨 허리와 같은 중심부위에서 관련성, ,

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항공정비사의 사회심리적 특성 가운데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및 이를 조합한,

직무긴장도는 이 직무요구와 통제모델 에, Karasek(1979) (Job demand and control)

서 제시한 가정과 같이 직무재량도가 낮은 군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 근무긴장이, , ,

높은 군이 근골격계 유증상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는 본래 직종 간 비교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그 타당성J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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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개 회사에서 단일 직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 직무재량도의 동질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항(Krause, 1997).

공정비사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목록화 되어있고,

작업의 세부 영역별로는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작업수행에 있어 개인에 따른 직무재량도와 요구도의 차

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에서도 부위.

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다리 발 부위에서만, /

재량도가 낮은 군의 증상호소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다(p=.034).

리 발 부위의 증상 예방을 위해 현재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재량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 부담과 상사의 지지는 다변량 분석에서도 근골격계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육체적 부담은 매우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 전혀 힘들지 않다고.

느끼는 대상자에 비해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배나 높았으며13.9 (p=.004),

상사의 지지가 낮은 대상자 군이 높은 군에 비해 배 높게 나타났다2.9 (p=.003).

등 은 육체적인 부담과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이 단독으로 영향을Devereux (2002)

미칠 때보다 두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할 경우 근골격계 증상 위험이 더 높아지

며 특히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은 육체적 부담이 높을 때 더 중요하다고 했다,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또 다른 특성 가운데 하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근골격

계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체부위별 증상에.

있어서 허리부위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증상호소율이 의미있게 높

았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부위 가운데 허리가 로 가장 높은 빈도를(p=.038). 12.9%

보인 만큼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작업 전 스트레칭을 포함한 규칙적 운동을 제시,

하는 것이 증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

었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과, ․
각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 접근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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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등을 포함한 행위적 중재 육체,

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학적 행정적 중재 한현미 와 함께 사회심리( , 2003)⋅
적 요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사의 관심과 지지가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사업장 차원에서 관리자의 참여와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의의C.

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의의1.

작업 분석을 기초로 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대표적이고 반복적인 작업활동

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고 중재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항공정.

비사는 작업환경이 특수하며 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불규칙하여 동일한 연구 방법

을 적용하는데 여러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정비사의 작업활.

동을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목록을 만들고 이러한 작업활동에 대한 항,

공정비사의 주관적인 난이도와 빈도 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항공정비사 이외에도 근무내용이 다양하고 불규칙한 다.

수 직종의 작업관련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의의2.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칙의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직무에 근로자의 근골

격계 질환 예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국내 사업장의 전임( , 2003).

보건관리자는 년 기준 총 명이며 이중 간호사가 명으로 전체의2003 2,356 1,186 50%

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부 개정된 법규에 따른 새로운 직무들이 산업 간호(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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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에게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의 위.

험요인 평가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별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어떻게 실무에 적용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부족한 현실이다.

항공사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항공정비사의 작업특성과 작업조건 등에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정비작업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표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항공정비의 근간을 이루는 작업내용에는 큰 차이점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접근방법과 확인된 결과는 항공사 근로자.

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에게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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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Ⅵ

결론A.

본 연구는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과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

악하여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년 월 현재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항공정비사2004 10 A

명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비확률 할당표집의 방법으로 명을 표출하여638 385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2004 10 18 2004 10 25

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명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자 근골격계 증상에. 300 ,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질병력과 상해력을 가진 자 여성 정비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총 명이었다256 .

연구도구는 근골격계 증상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서 정한 근골(NIOSH)

격계 증상 기준과 미국 국립표준과학연구원 에서 만든 증상조사표를 근거로(ANSI)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증상조사표 를 이용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 ,

선행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한

문항 사회심리적 특성은 이 개발한11 , Karasek(1985) Job Content

를 조성일 등이 번역한 한국어판 작업관련 특성은 작업Questionnaire(JCQ) JCQ,

관련 일반적 특성과 항공정비사의 개 작업에 대한 난이도 빈도를 묻는 설문지21 ,

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으로 전산처. SPSS Window version 12.0 Program

리하였으며 기술통계, , x2 검정 검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 t , logistic regression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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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가운데 신체부위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가진 자1.

는 였다 신체부위별 증상 호소는 허리 어깨 다리 발25.8% . (12.9%), (10.2%), / (9.4%),

목 손 손목 손가락 팔 팔꿈치 순으로 높았다(9%), / / (5.9%), / (2.7%) .

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2.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에서 허리. ,

부위는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의 증상 호소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38).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3. ,

지지가 낮은 군 상사의 지지가 낮은 군 의 증상 호소율이 유의하게(p=.001), (p=.000)

높았다 사회적 지지와 상사의 지지는 지지가 낮은 군이 모든 신체부위에서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목 어깨 허리와 같은 신체 중심부위의 경우 통계, , ,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직무긴장도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동(p<.05). , , ,

료의 지지와 근골격계 증상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신체. ,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에서 다리 발 부위는 재량도가 낮은 군의 증상 호/

소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34).

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하고4. ,

있는 일에 대한 육체적 부담이 매우 힘들다고 느끼는 대상자 군의 증상 호소율이

로 전혀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군의 에 비해 배나 높은 비율을 보였으69.6% 8.7% 8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육체적 부담은 손 손목 손가락을 제외한 모든(p=.000). / /

신체부위에서 매우 힘들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며 목,

어깨 허리 다리 발 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p=.024), (p=.006), (p=.004), / (p=.031)

다 근무경력 근무형태 전체정비작업에 대한 난이도 빈도 부하와 근골격계 증상. , , , ,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변수 분석에서 유의5.

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이용하여 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사logistic regression .

의 지지와 육체적 부담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체적 부담으로 현재 수행하는 작업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

는 대상자가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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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지지가 낮은 대상자 군이 높13.9 (p=.004).

은 군보다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배 높았다2.9 (p=.003).

이상에서 대상자의 현재 수행하는 작업의 육체적 부담과 상사의 지지가 항공정

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체부위 가운데 증상 호소 빈도가 높았던 허리부위는 규칙적인 운.

동이 다리부위는 직무에 대한 재량도를 높여주는 것이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
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등을 포함한 행위적 중재,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학적 행정적 중재와 함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언B.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에 대한 평가를 설문과 함께 이학적 검사 등과 같은 객관1.

적인 방법을 병행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작업의 육체적 부담에 대한 평가를 주관적인 응답과 함께 작업현장에서의 관2.

찰이나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보완된 연구를 제언한다.

육체적 부담과 사회심리적 특성이 근골격계 증상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 뿐3.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의 상호 작용결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

여성 정비사를 분석에 포함하여 성차에 따른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에4.

대해 조사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5.

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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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질문지: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

시는 모든 내용은 항공정비사의 근골격계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근골격계 증상 조사와 더불어 항

공정비사의 업무를 정리 및 분류하여 귀하의 업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시간,

은 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5-10 .

되어 비 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도움이 근골격계 건강문제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아시아나항공 의료팀

채 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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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Ⅰ

해당란에 체크 또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 령1. 만 세 성 별2. 남 여□ □

결혼여부3. 기혼 미혼 기타□ □ □ 현직장경력4. 년 개월째 근무중

담 배5. 처음부터 금연 피우다 끊음 흡연□ □ □

음 주6. 예 달에(1□ 번 한번에 소주, 병 아니오) □

키7. cm 체 중8. kg

귀하의 현재 근무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는 것입니까9. ?

시간 교대근무8□ 시간 교대근무12□ 낮근무(day)□

밤근무(evening)□ 심야근무(night)□ 기타□

9-1. 교대근무인 경우< > 교대근무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시간 교대근무8

낮근무 밤근무 심야근무 심야근무 밤근무 낮근무 불규칙적임□ → → □ → → □

시간 교대근무12

낮근무 심야근무 심야근무 낮근무 불규칙적임□ → □ → □

9-2. 교대근무인 경우< >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교대형태가 바뀝니까?

변화없음 교대주기 주 이상 포함 번 호출시마다( 1 ) 2□ □ □

대기조 불규칙적임 기타(standby)□ □ □

귀하는10. 규칙적인 한번에 분이상 주일에 적어도 회 이상 운동을 하십니까( 30 , 1 2-3 ) ?

예 종류( :□ 아니오) □

11.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 은( , , , 2 )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미만1 1-2 2-3□ □ □ □ 시간 이상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12. ?

해당 질병에 체크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프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 )□ □ □ □ □

아니오 예 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완치 치료나 관찰 중(‘ ’ ? )□ □ □ □

1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 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 손가락 손( , , ) / / 목 팔 팔꿈치, / ,

어깨 목 허리 다리 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아니오 예, , , / ? □ □

예 인 경우 상해 부위는 손 손가락 손목 팔 팔꿈치 어깨(‘ ’ ? / / /□ □ □

목□ 허리□ 다리 발/ )□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15. ?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 만 함 약간 힘듦 매우 힘듦□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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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골격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증상 및 징후에 관한 사항입니다. .Ⅱ

지난 년 동안 손 손가락 손목 팔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 발 중 어느 한 부위1 / / , / , , , / 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 , , 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 ,

찌릿함 등 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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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며 해당사항에 체크 해 주십시오( ) )∨

통증 부위 목( ) 어깨( ) 팔 팔꿈치/ ( ) 손손목손가락/ / ( ) 허리( ) 다리 발/ ( )

통증의 구체적1)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한번 아프기2)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

됩니까?

□

□

□

□

□

일 미만1

일 주일1 -1

미만

주일 달1 -1 미만

달 개월1 -6 미만

개월 이상6

□

□

□

□

□

일 미만1

일 주일1 -1 미만

주일 달1 -1 미만

달 개월1 -6 미만

개월 이상6

□

□

□

□

□

일 미만1

일 주일1 -1 미만

주일 달1 -1 미만

달 개월1 -6 미만

개월 이상6

□

□

□

□

□

일 미만1

일 주일1 -1 미만

주일 달1 -1 미만

달 개월1 -6 미만

개월 이상6

□

□

□

□

□

일 미만1

일 주일1 -1 미만

주일 달1 -1 미만

달 개월1 -6 미만

개월 이상6

□

□

□

□

□

일 미만1

일 주일1 -1 미만

주일 달1 -1 미만

달 개월1 -6 미만

개월 이상6

그때의 아픈3)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보기 참조( )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보기< >

약한 통증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년1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

하셨습니까?

□

□

□

□

□

개월에 번6 1

달에 번2-3 1

달에 번1 1

주일에 번1 1

매일

□

□

□

□

□

개월에 번6 1

달에 번2-3 1

달에 번1 1

주일에 번1 1

매일

□

□

□

□

□

개월에 번6 1

달에 번2-3 1

달에 번1 1

주일에 번1 1

매일

□

□

□

□

□

개월에 번6 1

달에 번2-3 1

달에 번1 1

주일에 번1 1

매일

□

□

□

□

□

개월에 번6 1

달에 번2-3 1

달에 번1 1

주일에 번1 1

매일

□

□

□

□

□

개월에 번6 1

달에 번2-3 1

달에 번1 1

주일에 번1 1

매일

5) 지난 주일1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년1

동안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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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Ⅲ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1. .

내 업무는 매우 반복적이다2. .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3. .

나는 내 업무에 대해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4. .

내 업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5. .

6. 내 업무에 있어 작업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내게는 거의
없다.

나의 업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7. .

나는 내 업무의 진행에 관하여 발언권이 크다8. .

나만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9. .

내 업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일이다10. .

내 업무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11. .

업무량이 너무 많을 정도는 아니다12. .

나는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13. .

14.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로 상반되는 요구를 받는
일이 없다.

나의 상사는 아랫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15. .

나의 상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16. .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된다17. .

나의 상사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끔 하는데 능하다18. .

나의 동료들은 각자의 일에 유능한 사람들이다19. .

나의 직장 동료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여 준다20. .

나의 직장 동료들은 친절하다21. .

나의 직장 동료들은 업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된다22. .



- 59 -

다음은 항공정비사의 작업 활동을 나열한 것입니다. .Ⅳ

귀하가 주로 시행하는 작업활동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난이도와 빈도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항공정비사 작업활동

난이도 빈 도

전혀

힘들지

않다

약간

힘들다

비교적

힘들다

매우

힘들다

횟수가

많지

않다

약간

자주

한다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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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factors for musculoskeletal symptoms in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s

Chae, Duck 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musculoskeletal

symptoms in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s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intervention programs to prevent and manage musculoskeletal

symptoms for theses technicians.

Between October 18 and 25, 2004, a quota sampling was used to select 286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s from an accessible population of 685 at A

airline. These technicians answered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 for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were evaluated using the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 surveillance criteria.

Statistical analysis included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x2-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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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total of 25.8% workers reporte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more

than one body region. The prevalence of symptoms was 12.9% in the lower

back, 10.2% in the shoulder, 9.4% in leg/foot, 9% in the neck, 5.9% in the

hand/wrist/finger, and 2.7% in the arm/elbow.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not found to influence musculoskeletal

symptoms, except that workers practicing regular exercise reported fewer

lower back symptoms (p=.038).

3. Low social support (p=.001), and low supervisory support (p=.000) were

significant for increased musculoskeletal symptoms. Stronger associations were

found between social support or supervisory support and symptoms in the

central body regions like the neck, shoulder and lower back. Whereas job

strain, decisions latitude, psychological job demands, and co-worker support

were not found to have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 exception of low

decision latitude which was significant for increased leg/foot symptoms

(p=.034).

4. High perceived physical load was associated with increase of symptoms.

A total of 69.6% workers, whose perceived physical load was very high,

complained symptoms. This rate was eight times higher than for workers

whose perceived load was very low (p=.000). Among the body regions,

stronger associations were seen between perceived physical work load and

symptoms in the neck (p=.024), shoulder (p=.006), lower back (p=.004) and

leg/foot (p=.031).

5.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supervisory support and

perceived physical load were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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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uloskeletal symptoms. The odds ratio for very high-perceived physical

load (OR 13.9) and low supervisory support (OR 2.9) were clearly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symptoms

in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s may need to consider perceived physical

load and supervisory support as important determinants. Regular exercise may

be beneficial for reducing lower back symptoms and increasing job decision

latitude for reducing leg/foot symptoms, the two most prevalent symptom

complaints.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s to prevent and manage

musculoskeletal symptom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should be

basic premises. The intervention program should consist of behavioral

interventions, include regular exercise, and ergonomic and managerial

interventions to reduce physical load, and psychosocial factors.

Key words: musculoskeletal symptoms, risk factors,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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