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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을 위해 산업보건 분야에 뜻을 두고 시작한 대
학원 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 세상을 보다 넓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모든 것이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대학원 과정
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완성하는 제 논문을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의 틀을

세워주시고,자상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차봉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세심한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고,항상 절 믿어주셨던 원종욱
교수님,따뜻한 마음으로 논문에 대해 조언해주신 고상백 교수님께도 감사드
립니다.그리고 산업보건 학문의 개념을 잡아주신 노재훈 교수님,항상 열강
하시는 김치년 교수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은평천사원

조규환 이사장님과 서울재활병원 정동화 원장님,이지선 부원장님,김창원
부장님,이규범 과장님,최유남 과장님,홍병진 과장님.그리고 모든 병원 식
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항상 모범이 되시고,본(本)이 되시는 추
도연 팀장님,그리고 생각만으로도 든든한 성인물리치료팀의 박성국,김정수,
정영환,송윤정,정승민,김정희,신건준,허용제,김진원,정민수 선생님들에
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절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저를 믿고 아껴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그리고 형님,형수님.내



사랑스런 조카 승환,지환,민경이와도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날 사랑해주며,나 또한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 오직 하나
뿐이 나의 아내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이 논문에 기꺼이 참여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6년 6월
송인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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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를 대상으로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물리치료사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과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일반적 요인, 업무적 요인, 생활습관 관련 

요인,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부위, 그리고 다차원 피로척도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방

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자 147명 중 슬링치료 장비 사용의 경

험이 있는 슬링 사용군은 43명이며, 경험이 없는 슬링 비사용군은 104명이

었다.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기존의 물리치료방법에 비해서 작업 관련 근골

격계질환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72.1%, 피로 감소 효과가 있다고 

72.1%가 응답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증상 III)은 슬링 사용군이 전신 30.23%(13명), 

목 14.0%(6명), 어깨 18.6%(8명), 팔/팔꿈치 2.3%(1명), 손/손목/손가락 

0%(0명), 허리 16.3%(8명), 다리/발 0%(0명)이며, 슬링 비사용군이 전신 

51.0%(53명), 목 14.4%(15명), 어깨 37.5%(39명), 팔/팔꿈치 5.8%(6명), 

손/손목/손가락 0%(0명), 허리 29.8%(31명), 다리/발 0%(0명)으로 전신과 

어깨 부위에서 슬링 사용군의 발생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슬링 사용 유무와 성별

이 영향요인이었으며, 평균 슬링 사용기간 보다 슬링치료 장비를 오래 사용

한 군의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발생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다차원피로척도 점수는 슬링 사용군이 86.14(±13.58)점, 슬링 비사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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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1.74 (±13.82)점으로, 슬링 사용군이 슬링 비사용군에 비해 피로도가 

5.6점 유의하게 낮았으며,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슬링치료 장비 사용 여부, 음주 여부가 영향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과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물

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이었고, 연구 대상자를 연구자가 직접 선

택하여 선정하였으며, 자가기입식 방법에 의한 주관적인 통증과 피로정도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더 많은 

대상자와 의학적인 검사와 인간공학적 평가 등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핵심이 되는 말 : 슬링치료, 근골격계질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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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 서 서 서 론 론 론 론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etal disoders, MDS)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

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

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과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며(노동부, 2004), 인

간공학적 질병(ergonomic disorder), 누적 외상성 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s), 반복 긴장성 상해(repetitive strain injuries)라고도 한다

(장성록, 1999).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과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는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을 

근골격계 부위의 통증, 쑤심, 뻣뻣함, 저림 등의 증상이 최소한 1년 이내에 

발생했고 이전에 그 부위를 손상당한 병력이 없고, 현재의 사업장에 고용되

어서 현재의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증상이 발생했으며, 증세는 1주일 이

상 지속되거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며, 증세가 있는 관절 부위

에 객관적인 육체적인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직업병 통계에 의하면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자는 2004년 기준 

총 402,700건으로 전체 직업병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총 

278,740(6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으며, 35세에서 44세 사

이의 발생 건수가 가장 높았다(OSHA. 2005). 우리의 경우는 1989년 방송

국에서 타자수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상지 근골격계질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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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업병으로 처음 인정받은 이후 2000년 815명, 2001년 1,634명, 

2002년 1,827명, 2003년 4,532명으로 폭팔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2003년

부터 시행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조치의 효과로 

2004년 4,112명, 2005년 2,901명으로 감소하였다(노동부. 2006). 

   현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은 산업보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

으며, 생산성 저하, 근로 의욕 저하, 품질 저하, 서비스 저하 등으로 경영 손

실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직․간접 의료비 부담 증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직

원들의 보상과 작업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중

요한 노사 간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장성록 등, 2003). 

   근골격계질환의 증가로 국내에서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전

화교환원(박정일 등, 1989), 포장 작업자(이원진 등, 1992), 상선 승무원(김

재호, 1998), 자동차공장 작업자(김철홍 등, 2000), 미용사(박수경 등, 

2000), 교향악단 연주자(성낙정, 2000), 전기 전자 제조업체 근로자(김규상 

등, 2001), 치과의사(전만중, 2001), 조선소 작업자(채홍재 등, 2002), 간호

사(최원겸, 2005) 등 다양한 직종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피로는 그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며 관련 요인 파악이 복잡하여 개념을 규정

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단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있으면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생체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이다(Saito, 1999). 피로란 정신이나 육체의 지나

친 활동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며 많은 질병의 요

인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피로는 휴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피로

는 짧은 시간에 쉽게 회복하기가 힘들어 신체적인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환

을 일으킬 수 있다(Kant 등, 2003). 한편 극심한 피로는 자율신경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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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켜 심근경색과 급작스런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Apples과 

Mulder, 1988; Cole 등, 1999). 특히 정신적 및 육체적인 노동부하에 의해 발

생되는 산업피로는 주의력 저하, 업무 수행능률의 감소와 불만족을 느끼게 하며

(Van Dijk과 Swaen, 2003), 생산력 저하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질병의 요인

이 된다(조규상, 1991). 그러므로 피로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 유지

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유기철 등, 1993). 

   산업피로는 작업자세, 작업방식 등의 작업부하, 소음, 온열조건 같은 물리적 

작업환경 요인과 함께, 개인의 생활환경, 또는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영향 등(田

中, 1988; 양인애, 1990) 여러 요인과 복합되어 일어나게 된다. 피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피로발생의 예방책을 연구하는데 중요하며(勝木, 1954), 동시에 

피로의 자각 증상을 관찰하는 의의가 있다(구헌서, 1989). 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가려내기는 어렵다

(Chen, 1986). 국내의 피로의 정도와 그와 관련된 인자를 밝히려는 여러 연구

로는 지하상가와 지상상가 근무자들의 피로도 비교(유기철, 1992), 간호사의 

교대제 근무가 피로에 미치는 영향(최국미와 이승한, 1993), 업무만족도가 여

성 VDT 작업자의 피로에 미치는 영향(최현순, 1994), 약사의 피로자각 증상(이

해진, 1996), 사업장 근로자의 피로와 의료 이용(장세진 등, 2001), 종합병원 

간호사의 피로(이태숙, 2004), 남성 금속제품 조립작업자의 피로에 미치는 작

업관련 요인(장준호 등, 2004), 중년 직장 남성의 피로도(송상욱과 신진희, 

2005)의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행위를 통해 근골격계 및 중추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사로써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 가능성이 

크며 피로도가 높은 집단 중 하나이다. Crimie 등(2000)의 연구에서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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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치료사 91%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했으며, 요통 62.5%, 목 47.6%, 

어깨 2.9%, 손/손목 21.8%, 무릎 11.2%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보고하였다. Molumphy 등(1985)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물리치료사 중 29%

가 작업관련 요통을 호소하였으며, Scholey와 Hair(1989)는 영국 물리치료

사의 근골격계질환 호소율이 38%라 하였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물리치료사 

중 목 65.0%, 어깨 68.3%, 팔/팔꿈치 23.3%, 손/손목 48.3%, 허리 65.0%, 

다리 43.3%에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을 호소하였으며(김강윤 등, 2004), 

권미지와 김수민(2001)의 조사에서 94.2%의 물리치료사가 근골격계질환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라기용 등(1998)은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들이 

다른 근로자보다 과로와 낮은 임금과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물리치료사는 반복적인 도수치료와 환자를 일으키고 이동시키는 

활동에 의해서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의 가능성과 피로가 매우 높은 직종으

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외국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내

의 현실을 미루어보면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과 피로

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 정도나 범위, 물리

치료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으며, 아직까지 개선방

안이나 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극소수의 연구에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경우는 아직 없다.  

   한편, 슬링치료(Sling therapy)는 현수 장치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부위

를 줄에 매달아 공중에 띄우고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방법이다. 슬링

(sling)은 ‘매다는 줄’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줄을 이용한 슬링치

료의 역사는 1940년대 전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전쟁 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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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Guthrie-smith 여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점

차 슬링치료 장비의 개선으로 슬링치료는 부상자의 외상을 중심으로 한 물

리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의 치료 및 장애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골

절후의 치료법, 소아마비를 포함한 마비근에 대한 재교육, 구축된 관절의 개

선, 척추 가동술에도 사용되고 있다. 1992년 노르웨이의 Petter Planke에 

의해 고안된 Nordisk sling(TherapiMaster)은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여, 병

원에서 환자 치료는 물론 산업체와 가정에서 노동재해예방(요통, 어깨결림 

방지)과 건강 및 체력증진에도 이용되고 있다(그림 1). 슬링치료는 노르웨이

의 경우 재활 클리닉의 90% 가까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핀란드, 오

스트레일리아,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물리치료

대백과사전, 2001). 

그림 1. 슬링치료 장비 : Nordisk sling(Therapi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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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링치료는 이완 운동, 감각운동 통합 훈련, 안정화 운동, 근력강화 운동, 

근 지구력 운동, 신장 운동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치료사에게 

‘도움의 손(helping hand)’, 또는 ‘제 3의 손(third hand)’역할을 하여 무거운 

환자의 팔․다리를 들지 않고도 미세한 움직임과 변화의 차이점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Kirkesola, 2001). 이러한 슬링치료

는 환자에겐 안락감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실시 할 수 있으

며, 치료사에겐 신체적인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슬링치료 보급률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며, 대부분 전

통적인 도수치료에 의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물리치료사의 작업관련 근

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슬링치료 

장비 사용 여부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도

를 비교 분석하여 물리치료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근골격계질환과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

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슬링치료 장비 사용 유무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발생 및 피로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슬링치료 장비 사용유무, 개인적인 특성, 업무적인 특성, 생활습관 

관련요인,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부위, 피로도 등과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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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설문은 수도권 지역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물

리치료사를 대상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동년 6월 10일까지 40일간에 걸

쳐 우편 및 방문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총 230부의 설문지를 물리치료사에게 배부하여 150부를 회수하였다. 응답

률은 65.2%였으며, 응답한 150부 중 답안 작성이 미비한 3부을 제외한 147

부를 자료화하였다.  분석 대상자 147명 중 슬링치료 장비 사용의 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군(이하 ‘슬링 사용군’)은 43명이며, 슬링치료 장비 사용의 경험이 

없는 물리치료사군(이하 ‘슬링 비사용군’)은 103명이었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설문지의 내용은 물리치료사의 개인적인 특성, 업무적인 특성, 생활습관 

관련요인, 슬링관련 특성, 직무 스트레스 요인,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피

로도를 포함한 7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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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 . . 개인적인 개인적인 개인적인 개인적인 특성특성특성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종교, 학력, 신장, 체중을 조사하였다.

            나나나나. . . . 업무적인 업무적인 업무적인 업무적인 특성특성특성특성

   근무지, 근무 형태, 주 담당 치료 형태, 총 근무 경력, 1일 평균 치료 환

자 수, 근무시간, 임금을 조사하였다.

            다다다다. . . . 생활습관 생활습관 생활습관 생활습관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요인요인요인요인

   흡연, 음주, 주기적인 운동, 가사 노동의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라라라라. . . . 슬링관련 슬링관련 슬링관련 슬링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슬링치료 장비의 사용 경험 유무, 사용기간, 사용의 정도, 작업관련 근골

격계질환과 피로 발생 감소 효과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 슬링 치료에 대한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마마마마. . . . 직무 직무 직무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요인요인요인요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Karasek(1979)에 의해 제안된 job str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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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점수 산정을 하였다. job strain 

model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된 직무요구도 5문항, 직무자율성 9문항, 

사회적 지지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직무 요구도란 일에 영향을 주는 모

든 스트레스 인자를 포함하는데 직무 요구도 점수가 높은 집단은 직무에 대

한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 자율성이란 숙련기술의 사용

여부, 시간분배 조절, 조직 정책의 결정에 참여와 같은 직무내용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으면 직무 자율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바바바바. . . .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자각 자각 자각 자각 증상 증상 증상 증상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설문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지

침에 수록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한국산업안전공단, 2003)를 

이용하여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의 부위별 자각 증

상을 조사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은 과거에 사고나 비슷한 질환이 

있었던 사람은 제외하였으며, 통증의 지속기간, 통증의 정도, 빈도, 현증 여

부 및 통증에 대한 조치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은 지난 1년간 기간 중 증상 호소(증상 I), 지난 

1주간 현 증상 호소(증상 II), 통증 기간이 1주일 이상이거나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면서 중간 통증(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

하면 괜찮은 정도) 이상을 호소(증상 III), 증상 III과 더불어 지난 1주일 동

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증상 IV), 통증 기간이 1주일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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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면서 심한 통증(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

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이상을 호소한 경우(증상 V), 증상 

V와 더불어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증상 VI) 및 증

상 VI에 의학적 조치를 한 경우(증상 VII)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증상은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와 다리/발로 구분하였으

며,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부위라도 증상을 호소한 경우에는 전신 증상으로 정의

하였으며, 증상 구분으로 볼 때 증상 III은 요주의자, 증상 V는 유소견자라고 정

의하였다(표 1).  

구 분 내       용

증상 I 지난 1년간 기간 증상 호소

증상 II 지난 1주간 현 증상 호소

증상 III 통증 기간이 1주일 이상이거나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면

서 중간 통증 이상을 호소 (요주의자)

증상 IV 증상 III +지난 1주간 현 증상 호소

증상 V 통증 기간이 1주일 이상이거나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면

서 심한 통증 이상을 호소 (유소견자)

증상 VI 증상 V +지난 1주간 현 증상 호소

증상 VII 증상 V +지난 1주간 현 증상 호소 +의학적 조치(병의원/약국 

치료, 병가/산재)

전신증상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와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

라도 증상을 호소한 경우

표 1.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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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  .  .  피로도피로도피로도피로도

     피로도는 장세진(2000)에 의해 고안된 다차원 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다차원 피로척도는 Schwartz 등

(1993)의 FAI(Fatigue Assessment Inventory)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재

구성된 것으로, 최근 2주 동안의 피로의 경험에 대해 7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다차원 피로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전반적인 피로도, 일상생활 

기능장애, 상황적 피로, 수면/휴식의 민감성 다차원 피로척도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는 Cronbart α 값이 0.88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AS(windows V8)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업무적인 특성, 직무 스트레스, 피로도 및 

근골격계 자각 증상 부위에 관한 항목은 기술통계와 빈도 분석을 이용하여 

백분율화 하였으며, 슬링 사용군과 슬링 비사용군과의 각 항목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 test, Two-way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근골격

계질환 자각 증상 부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

(Chi-square)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피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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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슬링치료 장비
사용 유무

근골격계 질환 피 로 도

1)t-test

2)다중회귀분석 & 로지스틱회귀분석

개인적인 특성 업무적인 특성 생활 습관
관련 요인

직무
스트레스

& χ2-test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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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슬링 사용군과 슬링 비사용군간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
2
-test 실시하였다.

   2. 슬링 사용군과 슬링 비사용군간의 피로도 발생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T-test, ANOVA test, Two-way ANOVA test 실시하였다.

   3. 슬링치료 장비 사용 유무, 개인적인 특성, 업무적인 특성, 생활습관 관

련요인,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피로도 등과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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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 147명 중 남자가 74명(50.34%), 여자가 73명

(49.66%)이었고, 평균 연령은 27.89세였다. 신장은 남자 174.85cm, 여자 

162.72cm이었으며, 체중은 남자 73.55kg, 여자 52.72kg이었다. 결혼은 미

혼이 120명(81.63%), 기혼이 27명(18.37%)이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33

명(22.45%), 비흡연자는 114명(77.55%)이었고, 음주자는 109명(74.15%), 

비음주자는 38명(25.85%)이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40명

(27.21%)이며, 하지 않는 사람은 107명(72.79%)이었다. 

   슬링 사용군은 슬링치료 장비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로 총 43명(남자 21명, 여자22명)이며, 슬링 비사용군은 슬링 경

험이 없는 물리치료사로 총 104명(남자 53명, 여자 51명)이었다. 슬링 사용

군의 평균 연령은 29.45세로, 슬링 비사용군에 비해 2.25세 유의하게 많았

으며(p<0.05), 슬링 사용군의 학력도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약 63%로, 슬링 

비사용군 50%에 비해 높았다. 또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슬링 비사용군에 비해 20%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p<0.05)(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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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슬링 사용군

(n =43) 

슬링 비사용군

(n =104)

p-value

성별 남 (명, %) 21 (48.84) 53 (50.96) 0.8147

여 (명, %) 22 (51.16) 51 (49.04)

연령 세 (mean±SD) 29.45±6.19 27.24±3.96 0.0421
*

결혼 미혼 (명, %) 31 (72.09) 89 (85.58) 0.0548

기혼 (명, %) 12 (27.91) 15 (14.42)

종교 기독교 (명, %) 21 (48.84) 43 (41.75) 0.6453

천주교 (명, %) 4 ( 9.30) 7 ( 6.80)

불교 (명, %) 5 (11.63) 13 (12.62)

기타 (명, %) 0 (    0) 4 ( 3.88)

무교 (명, %) 13 (30.23) 36 (34.95)

학력 전문대졸 (명, %) 16 (37.21) 52 (50.49) 0.0383
*

대학졸 (명, %) 16 (37.21) 42 (40.78)

대학원재 (명, %) 7 (16.28) 4 ( 3.88)

대학원졸 (명, %) 4 ( 9.30) 5 ( 4.85)

키 남 (mean±SD) 174.48±5.46 175.00±5.24 0.4409

여 (mean±SD) 161.24±5.03 162.45±4.65 0.4310

체중 남 (mean±SD) 70.14±7.14 74.91±12.07 0.1735

여 (mean±SD) 52.95±4.10 52.61±5.75 0.5861

운동 예 (명, %) 18 (41.86) 22 (21.15) 0.0181
*

아니요 25 (58.14) 82 (78.85)

흡연 예 (명, %) 10 (23.26) 23 (22.12) 0.9448

아니요 (명, %) 30 (69.77) 75 (72.12)

금연 (명, %) 3 ( 6.98) 6 ( 5.77)

음주 예 (명, %) 30 (69.77) 79 (75.96) 0.4352

아니요 (명, %) 13 (30.23) 25 (24.04)

가사노동 1시간 미만 (명, %) 28 (65.12) 79 (75.96) 0.2511

 1-2시간 (명, %) 11 (25.58) 17 (16.35)

2-3시간 (명, %) 4 ( 9.30)  5 ( 4.81)

3시간 이상 (명, %) 0 (    0) 3  (2.88)

사고경험 아니요 (명, %) 23 (53.49) 64 (61.54) 0.1397

예 (명, %) 20 (46.51) 40 (38.46)

   *

 p<0.05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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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업업업무무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 대상자의 근무지는 종합병원이 74명(53.06%), 병원이 54명

(36.73%), 의원이 12명(8.16%), 보건소가 3명(2.04%)이었으며, 근무 형태는 

정직이 87명(59.18%), 계약직이 36명(26.53%), 기타가 21명(14.29%)이었

다. 평균 근무경력은 37.49(±43.83)개월이었으며, 일일 치료 환자 수는 평

균 22.25(±16.48)명이었다. 주 치료 내용은 운동치료가 78명(53.42%), 전

기치료가 44명(30.14%), 운동치료와 전기치료의 병행이 17명(11.64%)이었

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는 48.6%

였으며, 직무로 인한 재해를 경험한 치료사는 10명(6.85%), 몸이 불편하여 

결근한 경험이 있다가 23명(16%)이고, 평균 결근일은 2.96일이었다(표 3).

   한편 슬링 사용군의 근무지는 종합병원 27.91(12명)%, 병원 55.81%(24

명), 의원 11.63%(5명)로 병원이 가장 많았으나, 슬링 비사용군의 근무지는 

종합병원이 63.46%(66명), 병원 28.85%(24명), 의원 6.73%(7명)으로 종합

병원이 가장 많았다(p<0.01). 근무 형태 중 정직의 비율이 슬링 사용군은 

86.05%(37명), 슬링 비사용군은 48.08%(50명)로 차이를 보였다(p<0.01). 

슬링 사용군의 평균 근무경력은 55.00(±46.44)개월이며, 슬링 비사용군은 

30.67(±41.11)개월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러

한 슬링 사용군과 슬링 비사용군의 업무적 특성의 차이는 슬링치료 장비가 

설치된 곳이 주로 병의원이며, 일정 기간 동안 연수를 통해서 슬링치료 기법

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지와 경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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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슬링 사용군

(n =43) 

슬링 비사용군

(n =104)

p-value

사회적 지지 점수 (mean±SD) 22.91± 3.51 23.82± 4.20 0.2160

직무 요구도 점수 (mean±SD) 29.95± 6.26 30.07± 5.07 0.2648

직구 자율성 점수 (mean±SD) 64.93±13.19 64.33±10.59 0.7709

근무지 종합병원 (명, %) 12 (27.91) 66 (63.46) <0.0001
**

병․ 의원 (명, %) 31 (72.09) 38 (36.54)

근무형태 정직 (명, %) 37 (86.05) 50 (48.08) <0.0001
**

계약직 (명, %) 5 (11.63) 34 (32.69)

기타 (명, %) 1 ( 2.33) 20 (19.23)

주 치료형태 열전기치료 (명, %) 10 (23.26) 34 (33.01) 0.3212

운동치료 (명, %) 23 (53.49) 55 (53.40)

열전기+운동치료 (명, %) 8 (18.60) 9 ( 8.74)

기타 (명, %) 2 ( 4.65) 5 ( 4.85)

근무경력 개월 수 (mean±SD) 55±46.44 30.67±41.11 0.0022
**

환자 수 명 (mean±SD) 19.95±10.46 23.23±18.35 0.1885

근무시간 시간 (mean±SD) 8.05± 0.49 8.09±0.66 0.6151

임금 100 미만 (명, %) 2 ( 4.65) 33 (31.73) 0.0017
**

100-150 미만 (명, %) 16 (37.21) 35 (33.66)

150-200 미만 (명, %) 16 (37.21) 28 (26.92)

200 이상 (명, %) 9 (20.93) 8(  7.69)

일의부담 전혀힘들지않다 (명, %) 0 (    0) 0 (    0) 0.1338

견딜만함 (명, %) 18 (41.86) 57 (55.34)

약간힘듦 (명, %) 23 (53.49) 37 (35.92)

매우힘듦 (명, %) 2 ( 4.65) 9 (8.74)

직무재해 있다 (명, %) 5 (11.63) 5 (4.85) 0.1397

없다 (명, %) 38 (88.37) 98 (95.15)

**

 p<0.01

표 3. 연구대상자의 업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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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슬슬슬링링링치치치료료료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슬링 사용군의 슬링치료 장비 사용기간은 평균 21.38개월이며, 사용자 

중 80.96%가 환자 치료 시 슬링치료 장비를 40%이하 정도 사용하면서 치

료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슬링 비사용군 중 86.54%(90명)가 슬링치료를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 슬링치료 장비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82.69%(86명)가 

응답하였다. 

   슬링 사용군은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기존의 물리치료방법에 비해서 피

로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72.09%(32명)가 ‘그렇다’ 이상의 답

변을 하였으며,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72.10%(31명)가 ‘그렇다’ 이상의 답변을 하였

다. 그리고 슬링 비사용군은 같은 질문에 각각 72.11%(75명), 67.31%(70

명)가 ‘그렇다’ 이상의 답변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는 슬

링치료의 치료적 효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기존의 치

료 방법에 비해 슬링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슬링 사용군 2명

(6.65%), 슬링 비사용군 4명(3.85%)에 불과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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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슬링 사용군

(n =43) 

슬링 비사용군

(n =104)

사용기간 개월 수 (명, %) 21.38±16.09

사용정도 100-80% (명, %) 3 ( 7.14)

80-60% (명, %) 3 ( 7.14)

60-40% (명, %) 2 ( 4.76)

40-20% (명, %) 16 (38.10)

20-0%  (명, %) 18 (42.86)

미래 경험 의도 예 (명, %) 86 (82.69)

아니요 (명, %) 18 (17.31)

피로 감소 매우 그렇다 (명, %) 2 ( 4.65) 16 (15.38)

그렇다 (명, %) 29 (67.44) 59 (56.73)

보통이다 (명, %) 10 (23.26) 25 (24.04)

그렇지 않다  (명, %) 2 ( 4.55) 4 ( 3.85)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0 (    0) 0 (    0)

통증 감소 매우 그렇다 (명, %) 1 ( 2.33) 10 ( 9.62)

그렇다 (명, %) 30 (69.77) 60 (57.69)

보통이다 (명, %) 11 (25.58) 29 (27.88)

그렇지 않다 (명, %)  1 ( 2.33) 5 ( 4.81)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0 (    0) 0 (    0)

슬링 치료 효과 매우 그렇다 (명, %) 2 ( 4.65) 9 ( 8.65)

그렇다 (명, %) 27 (62.79) 46 (44.23)

보통이다 (명, %) 12 (27.91) 45 (43.27)

그렇지 않다 (명, %) 2 ( 4.65) 4 ( 3.85)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0 (    0) 0 (    0)

표 4. 연구 대상자의 슬링치료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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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질질질환환환 자자자각각각 증증증상상상 분분분석석석

   연구 조사 대상자 147명 중 84.4%인 124명이 지난 1년간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각 부위 별 어깨 57.7%, 허리 44.2%, 목 32.7%, 손/

손목/손가락 29.3%, 팔/팔꿈치 18.4%, 다리/발 12.9% 증상을 호소하였다.   

   각 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의 통증 기간은 1주일 미만이 가장 많

았으며(61.8-100%), 통증의 빈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한다가 약 

40-50%였다. 통증의 정도는 약한 통증(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

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

면 괜찮다), 심한 통증(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

렵다)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 중간 통증을 호소하였다(47.1- 85.7%).

   특히 어깨 부위의 자각 증상의 빈도는 슬링 사용군 중 6개월에 1번이 

20.7%(6명), 2-3달에 1번이 55.2%(16명), 1달에 1번이 6.9%(2명), 1주일

에 1번이 3.5%(1명), 매일이 13.8%(4명)이며, 슬링 비사용군 중 6개월에 1

번이 14.6%(8명), 2-3달에 1번이 20.0%(11명), 1달에 1번이 34.5%(19명), 

1주일에 1번이 20.0%(11명), 매일이 10.9%(6명)로 슬링 사용군의 통증 빈

도가 유의하게 낮았다(p<0.01).   

   응답자의 약 50-70%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통증을 경험하였으나, 통

증 발생 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통증 부위별로 약 15-20%였으며, 병가나 산재, 작업 

전환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통증 부위별 1-2건에 지나지 않았다(표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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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 어깨 팔/팔꿈치

슬링 
사용군

슬링 
비사용군

슬링 
사용군

슬링 
비사용군

슬링 
사용군

슬링 
비사용군

부위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

-

-

7(26.92)

3(11.54)

16(61.54)

9(17.31)

10(19.23)

33(63.46)

4(50.00)

1(12.50)

3(37.50)

7(41.18)

4(23.53)

6(35.29)

기간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21.43)

7(50.00)

3(21.43)

0(    0)

1( 7.14)

5(14.71)

22(64.71)

5(14.71)

1( 2.94)

1( 2.94)

9(31.03)

14(48.28)

4(13.79)

0(    0)

2( 6.90)

8(14.55)

26(47.27)

12(21.82)

3(5.45)

6(10.91)

3(33.33)

6(66.67)

0(    0)

0(    0)

0(    0)

2(11.76)

12(70.59)

2(11.76)

1( 5.88)

0(    0)

강도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1( 7.14)

12(85.71)

1( 7.14)

0(    0)

13(38.24)

16(47.06)

4(11.76)

1( 2.94)

3(10.34)

17(58.62)

8(27.59)

1( 3.45)

15(27.27)

26(47.27)

14(25.45)

0(    0)

5(55.56)

3(33.33)

1(11.11)

0(    0)

5(33.33)

8(53.33)

2(13.33)

0(    0)

빈도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1( 7.14)

7(50.00)

4(28.57)

1( 7.14)

1( 7.14)

3( 9.09)

14(42.42)

8(24.24)

5(15.15)

3( 9.09)

6(20.69)

16(55.17)

2( 6.90)

1( 3.45)

4(13.79)

8(14.55)

11(20.00)

19(34.55)

11(20.00)

6(10.91)

4(44.44)

3(33.33)

1(11.11)

1(11.11)

0(    0)

3(18.75)

4(25.00)

3(18.75)

2(12.50)

0(    0)

최근 증상

아니오

예

5(35.71)

9(64.29)

8(23.53)

26(76.47)

9(31.03)

20(68.97)

14(27.45)

37(72.55)

5(55.56)

4(44.44)

8(47.06)

9(52.94)

조치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4(33.33)

2(16.67)

0(    0)

0(    0)

6(50.00)

3(42.86)

0(    0)

1( 3.33)

1( 3.33)

28(84.85)

6(22.22)

1( 3.70)

0(    0)

0(    0)

20(74.07)

7(14.00)

3( 6.00)

1( 2.00)

2( 4.00)

37(74.00)

0(    0)

2(25.00)

0(    0)

1(15.50)

5(62.50)

0(    0)

2(11.11)

1( 5.56)

2(11.11)

13(72.22)

표 5-1. 각 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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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손/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발

슬링 
사용군

슬링 
비사용군

슬링 
사용군

슬링 
비사용군

슬링 
사용군

슬링 
비사용군

부위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6(54.55)

1( 9.09)

4(36.36)

10(40.00)

7(28.00)

8(32.00)

-

-

-

-

-

-

2(25.00)

1(12.50)

5(62.50)

3(27.27)

2(18.18)

6(54.55)

기간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5(41.67)

5(41.67)

1( 8.33)

0(    0)

1( 8.33)

9(31.03)

15(51.72)

2( 6.90)

1( 3.45)

2( 6.90)

3(14.29)

13(61.90)

4(19.05)

0(    0)

1( 4.76)

6(13.64)

21(47.73)

13(29.55)

1( 2.27)

3( 6.82)

3(37.50)

4(50.00)

1(12.50)

0(    0)

0(    0)

5(45.45)

4(36.36)

1( 9.09)

1( 9.09)

0(    0)

강도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5(41.67)

7(58.33)

0(    0)

0(    0)

11(37.93)

12(41.38)

5(17.24)

1( 3.45)

3(14.29)

12(57.14)

4(19.05)

2( 9.52)

12(27.27)

23(52.27)

9(20.45)

0(    0)

3(37.50)

3(37.50)

2(25.00)

0(    0)

3(27.27)

8(72.73)

0(    0)

0(    0)

빈도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6(50.00)

3(25.00)

1( 8.33)

1( 8.33)

1( 8.33)

6(20.69)

10(34.48)

6(20.69)

4(13.79)

3(10.34)

4(19.05)

8(38.10)

4(19.05)

3(14.29)

2( 9.52)

6(13.64)

7(15.91)

15(34.09)

12(27.27)

4( 9.09)

4(50.00)

1(12.50)

3(37.50)

0(    0)

0(    0)

2(18.18)

2(18.18)

1( 9.09)

5(45.45)

1( 9.09)

최근 증상

아니오

예

6(50.00)

6(50.00)

12(41.38)

17(58.62)

7(33.33)

14(66.67)

15(34.09)

29(65.91)

2(25.00)

6(75.00)

3(27.27)

8(72.73)

조치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1( 8.33)

1( 8.33)

0(    0)

0(    0)

10(83.33)

1( 3.57)

0(    0)

1( 3.57)

2( 7.14)

24(85.71)

6(28.57)

1( 4.76)

0(    0)

0(    0)

14(66.67)

4( 9.09)

1( 2.27)

1( 2.27)

1( 2.27)

37(84.09)

1(14.29)

1(14.29)

0(    0)

0(    0)

5(71.43)

0(    0)

1( 9.09)

0(    0)

1( 9.09)

9(81.82)

표 5-2. 각 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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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통증의 지

속기간, 통증의 정도, 빈도, 현 증상 여부 및 통증에 대한 조치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지난 1년간 현 증상 호소(증상 I), 지난 1주간 현 증상 호소(증

상 II), 통증 기간이 1주일 이상이거나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면서 

중간 통증 이상을 호소(증상 III), 증상 III과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

상이 있는 경우(증상 IV), 증상 III과 함께 심한 통증 이상을 호소한 경우(증

상 V), 증상 V와 더불어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증

상 VI), 증상 VI에 의학적 조치를 한 경우(증상 VII)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

며,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부위라도 증상을 호소한 경우에는 전신 증상으로 분

류하였다. 증상 구분으로 볼 때 증상 III은 요주의자, 증상 V는 유소견자라고 정

의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중 증상 I이 슬링 사용군은 전신 88.4%(38명), 

목 32.6%(14명), 어깨 67.4%(29명), 팔/팔꿈치 20.9%(9명), 손/손목/손가락 

30.2%(6명), 허리 48.8%(21명), 다리/발 18.6%(8명)이며, 슬링 비사용군이 

전신 82.7%(86명), 목 32.7%(34명), 어깨 52.9%(55명), 팔/팔꿈치 17.3% 

(18명), 손/손목/손가락 28.9%(30명), 허리 42.3%(44명), 다리/발 10.6%(11

명)이었다.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인 증상 III가 슬링 사용군은 전신 30.23% 

(13명), 목 14.0%(6명), 어깨 18.6%(8명), 팔/팔꿈치 2.3%(1명), 손/손목/손

가락 0%(0명), 허리 16.3%(8명), 다리/발 0%(0명)이며, 슬링 비사용군은 전

신 51.0%(53명), 목 14.4%(15명), 어깨 37.5%(39명), 팔/팔꿈치 5.8%(6

명), 손/손목/손가락 0%(0명), 허리 29.8%(31명), 다리/발 0%(0명)으로, 슬

링 사용군이 슬링 비사용군 보다 전신과 어깨 부위에서 증상 III 발생율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표 6),(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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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 증상 부위 (구분) 슬링 사용군 슬링 비사용군 χ
2

p-value

목 I 14(32.56) 34(32.69) 0.0000 1.0000

  II 9(20.93) 26(25.00) 0.0987 0.7534

III 6(13.95) 15(14.42) 0.0000 1.0000

  IV 4( 9.30) 15(14.42) 0.3268 0.5675

어깨 I 29(67.44) 55(52.88) 2.0716 0.1501

II 20(46.51) 37(35.58) 1.1062 0.2929

III 8(18.60) 39(37.50) 4.1628 0.0413
*

IV 5(11.63) 31(29.81) 4.4985 0.3339

V 2( 4.65) 14(13.46) 1.1609 0.2044

VI 2( 4.65) 13(12.50) 1.2784 0.2582

VII 1( 2.33) 6( 5.77) 0.2174 0.6411

팔/팔굼치 I 9(20.93) 18(17.31) 0.0795 0.7780

II 4( 9.30) 9( 8.65) 0.0000 1.0000

III 1( 2.33) 6( 5.77) 0.2174 0.6411

IV  0(    0) 6( 5.77) 1.3226 0.2501

손/손목/손가락 I 13(30.23) 30(28.85) 0.0000 1.0000

II 6(13.95) 17(16.35) 0.0129 0.9095

허리 I 21(48.84) 44(42.31) 0.2944 0.5874

  II 14(32.56) 29(27.88) 0.1350 0.7133

III 8(18.60) 31(29.81) 1.4263 0.2324

  IV 7(16.28) 19(18.27) 0.0025 0.9600

다리/발 I 8(18.60) 11(10.58) 1.1017 0.2939

II 6(13.95) 8( 7.69) 0.7528 0.3856

전신 I 38(88.37) 86(82.69) 0.3755 0.5400

II 28(65.12) 56(53.85) 1.1512 0.2833

III 13(30.23) 53(50.96) 4.4791 0.0343
*

IV 11(25.58) 43(41.35) 2.6103 0.1062

V 2( 4.65) 14(13.46) 1.6109 0.2044

VI 2( 4.65) 13(12.50) 1.2784 0.2582

VII 1( 2.33) 6( 5.77) 0.2174 0.6411

 *

 p<0.05

표 6. 슬링치료 장비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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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슬링치료 장비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호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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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질질질환환환 자자자각각각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네 개의 

모형에 의한 위계적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은 새로 투입되는 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

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먼저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중 요주의자에 해당하는 증상 III 발생에 

대한 모형 I은 슬링치료 장비 사용 유무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성

별, 연령, 비만도, 결혼, 종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분

석결과 슬링치료 장비 사용 유무와 성별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5). 

즉 슬링 비사용군과 여성이 근골격계 자각 증상을 더욱 호소하였다. 모형 II

는 흡연, 음주, 운동, 가사 노동, 사고 경험 등 생활습관 관련요인 변수를 투

입하였지만, 분석 결과 투입한 변수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모형 III

는 근무지, 근무 형태, 주 담당 치료, 근무 경력, 임금, 환자 수, 피로도 등 

업무적인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모형 IV는 모형 III에 직무스트레스 변

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슬링 비사용군과 여성의 근골격질환 자각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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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OR 95%CI OR 95%CI OR 95%CI OR 95%CI

슬링 사용(0:예, 1:아니요) 2.39 1.26-5.55
*

2.23 0.95-5.51 3.05 1.04- 8.90
*

2.08 1.02-11.23
*

성별(0:남, 1:여) 2.95 1.13-7.67
*

2.38 0.82-7.05 4.23 1.20-14.84
*

4.85 1.35-17.46
*

연령(0:mean↓, 1:mean↑) 0.71 0.29-1.76 0.71 0.28-1.80 0.67 0.24- 1.91 0.77 0.26- 2.30

미만도(0:정상, 1:저체중) 0.81 0.31-2.09 0.79 0.30-2.08 0.65 0.22- 1.90 0.68 0.22- 2.11

      (0:정상, 2:비만) 2.02 0.66-6.21 2.02 0.64-2.37 2.17 0.60- 7.76 2.49 0.66- 9.45

결혼(0:미혼, 1:기혼) 0.69 0.23-2.06 0.75 0.25-1.56 0.48 0.13- 1.80 0.42 0.11- 1.66

종교(0:있음, 1:없음) 0.59 0.26-1.31 0.62 0.27-1.43 0.54 0.21- 1.44 0.59 0.22- 1.59

흡연(0:예, 1아니요) 0.70 0.22-2.21 0.85 0.23- 3.12 0.93 0.25- 3.49

음주(0:예, 1:아니요) 1.43 0.57-3.61 1.16 0.43- 3.14 1.14 0.41- 3.17

운동(0:예, 1:아니요) 1.07 0.44-2.59 1.48 0.54- 4.08 1.36 0.49- 3.79

사고(0:예, 1:아니요) 0.62 0.27-1.43 0.88 0.36- 2.12 0.92 0.37- 2.27

근무지(0:종합병원, 1:병의원) 0.51 0.16- 1.64 0.57 0.17- 1.87

근무형태(0:정직, 2:비정규직) 0.29 0.06- 1.31 0.31 0.06- 1.50

주 치료형태(0:운동치료,1:전기치료) 1.07 0.30- 3.88 1.19 0.32- 4.44

     (0:운동치료,2::운동+전기치료) 2.45 0.44-13.62 2.84 0.48-16.64

     (0:운동치료,3:기타) 1.22 0.15-10.02 1.47 0.17-12.95

임금(0:100만원↓, 1:100-150만원) 0.66 0.12- 2.30 0.70 0.19- 2.53

     (0:100만원↓, 2:150-200만원) 0.99 0.27- 3.60 0.92 0.24- 3.50

     (0:100만원↓, 3:200만원↑) 2.60 0.28-24.14 2.90 0.30-27.63

환자수(0:mean↓, 1:mean↑) 1.60 0.51- 5.05 1.74 0.53- 5.71

경력(0:mean↓, 1:mean↑) 0.54 0.16- 1.85 0.56 0.14- 1.79

피로도(0:mean↓, 1:mean↑) 0.98 0.95- 1.01 0.98 0.94- 1.01

사회적 지지(0:mean↓, 1:mean↑) 1.68 0.68- 4.11

직무 요구도(0:mean↓, 1:mean↑) 1.27 0.51- 3.17

직무 자율성(0:mean↓, 1:mean↑) 0.65 0.24- 1.79

 *

:p<0.05

표 7.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증상 III)의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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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피피피로로로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전체 연구 대상자의 다차원 피로척도의 평균은 90.02(±13.90)점이었으

며, 남자가 90.01(±13.3)점, 여자가 90.18(±14.81)점이었다. 연령별 피로도

는 25세 이하가 96.19(±12.59)점, 25-30세 미만이 88.56(±13.17)점, 

30-35세 미만이 88.67(±16.60)점, 35세 이상이 87.3(±15.16)점으로 25세 

이하 군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군의 피로도

는 84.56(±15.19)점, 하지 않는 군은 92.19(±12.86)점으로 주기적으로 운

동하는 군의 피로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p<0.01), 음주를 하는 군은 91.92 

(±14.05)점, 하지 않은 군은 84.84점(±12.14)으로 음주를 하지 않는 군의 

피로도가 유의하게 낮았다(p<0.01). 사회적 지지, 직무 요구도, 직무 자율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비교한 결과, 직무 자율성이 

높은 군(87.79±15.55)이 낮은 군(92.50±14.43)에 비하여 피로도가 유의하

게 낮았다(p<0.05). 

   한편 슬링 사용군의 다차원 피로척도의 평균은 86.14(±13.58)점이며, 슬

링 비사용군은 91.74(±13.82)점으로, 슬링 치료 장비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에 비해 피로도가 약 5.6점 유의하게 낮았다(p<0.05). 

즉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표. 8).

변수 슬링 사용군 슬링 비사용군 t Value p-value

다차원 피로척도 (점수) 86.14±13.58 91.74±13.82 -2.25 0.0260
*

 *
 p<0.05

표 8. 슬링치료 장비 사용에 따른 다차원 피로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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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과 슬링치료 장비 사용에 따른 피로도 분석을 위해 Two-way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슬링치료 장비 사용과 학력, 운동 유

무, 음주 여부, 직무 자율성, 근무지, 근무 형태에 따라서 피로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슬링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군

이 피로도가 92.71점으로 다른 군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p<0.05), 슬링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93.09점(p<0.01), 슬링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음주를 하는 군이 93.43점(p<0.01), 슬링치료 장비

를 사용하지 않으며 직무 자율성이 낮은 군이 94.0점(p<0.01), 슬링치료 장

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지가 종합병원인 군이 92.12점(p<0.05), 슬링치

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형태가 계약직 및 기타인 군이 93.28점

(p<0.05)으로 각각의 다른 군들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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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슬링 사용군 (점) 슬링 비사용군 (점) F Value Pr > F

성별 남 85.71±14.63 (n=21) 91.71±12.07 (n=53) 2.52 0.0843

여 86.54±12.83 (n=22) 91.74±15.43 (n=51)

연령 저 (mean ↓) 83.60±12.54 (n=15) 92.98±13.80 (n=48) 3.31 0.0394
*

고 (mean ↑) 86.44±13.94 (n=25) 90.73±14.07 (n=49)

결혼 미혼 87.83±14.16 (n=31) 91.31±14.15 (n=89) 2.70 0.0707

기혼 81.75±11.20 (n=12) 94.20±11.20 (n=15)

학력 전문대 졸업 87.31±14.12 (n=16) 90.75±13.00 (n=52) 3.20 0.0438
*

대학 졸업 이상 85.44±13.47 (n=27) 92.71±14.52 (n=51)

종교 있음 88.56±12.19 (n=30) 91.94±14.13 (n=67) 2.91 0.0574

없음 80.53±15.40 (n=13) 91.33±13.20 (n=36)

비만도 정상 80.73±13.68 (n=11) 91.19±12.52 (n=26) 2.03 0.1131

저체중 88.18±12.31 (n=28) 91.42±14.14 (n=55)

고체중 89.33±25.15 (n= 3) 93.44±16.45 (n=18)

운동 예 82.06±11.90 (n=18) 86.63±17.42 (n=22) 7.39 0.0009
**

아니요 89.08±14.17 (n=25) 93.09±12.37 (n=82)

흡연 예 87.50±12.55 (n=10) 90.04±12.65 (n=23) 2.59 0.0783

아니요 85.72±14.06 (n=33) 92.21±14.10 (n=81)

음주 예 88.20±14.07 (n=30) 93.34±13.87 (n=79) 6.59 0.0018
**

아니요 81.38±11.50 (n=13) 86.64±12.30 (n=25)

가사노동 1시간 미만 87.79±13.11 (n=28) 91.75±13.65 (n=79) 2.92 0.0570

1시간 이상 83.07±14.37 (n=15) 91.68±14.36 (n=25)

사고 예 85.40±12.06 (n=23) 91.51±13.70 (n=64) 2.54 0.0826

아니요 87.00±15.42 (n=20) 92.07±14.01 (n=10)

사회적 지지 저 (mean ↓) 86.74±14.65 (n=23) 91.44±15.91 (n=45) 2.53 0.0829

고 (mean ↑) 85.45±12.58 (n=20) 91.95±12.00 (n=59)

직무 요구도 저 (mean ↓) 86.96±14.57 (n=23) 93.10±12.65 (n=50) 2.97 0.0545

고 (mean ↑) 85.20±12.65 (n=20) 90.46±14.25 (n=54)

직무 자율성 저 (mean ↓) 87.00±13.22 (n=16) 94.07±14.48 (n=56) 4.82 0.0095
**

고 (mean ↑) 85.63±14.01 (n=27) 89.00±12.46 (n=48)

환자 수 저 (mean ↓) 85.28±13.85 (n=25) 92.26±12.47 (n=49) 2.53 0.0833

고 (mean ↑) 87.33±13.50 (n=18) 91.25±14.90 (n=56)

근무지 종합병원 87.42±11.38 (n=12) 92.12±14.17 (n=66) 3.71 0.0268
*

병․의원 84.87±14.31 (n=31) 91.05±13.17 (n=38)

근무형태 정직 86.91±13.78 (n=37) 90.06±15.01 (n=50) 3.63 0.0291
*

계약직․기타 81.33±12.25 (n= 6) 93.28±12.42 (n=54)

 *

 p<0.05, 
**

 p<0.01

표 9. 슬링치료 장비 사용과 각 항목에 따른 다차원 피로척도의 이원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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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피피피로로로도도도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다차원 피로척도를 종속변수로 하

고, 피로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슬링 사용 유무, 성별, 나이, 결혼, 학

력, 근무지, 근무형태, 경력, 환자 수, 운동, 음주, 흡연, 직무자율성, 근골격

계질환 자각 증상 호소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슬링치료 장비 사용하고,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피로도가 유의미

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

변수 회귀계수 t-value p-value

슬링 사용 여부 (0:예, 1:아니요) 5.70012 2.00 0.0481
*

성별 (0:남자, 1:여자) 1.07445 0.35 0.7283

나이 (0:mean↓, 1:mean↑) 0.51530 0.17 0.8642

결혼 (0:미혼, 1:기혼) -1.29439 -0.35 0.7287

학력 (0: 전문대졸, 1:대학졸 이상) 3.30087 1.32 0.1906

근무지 (0:종합병원, 1:병의원) -4.45486 -1.47 0.1442

근무형태 (0:정직, 1:비정규직) 2.74925 0.81 0.4182

경력 (0:mean↓, 1:mean↑) 0.00071 0.02 0.9839

환자 수 (0:mean↓, 1:mean↑) -1.82687 -0.75 0.4561

운동 (0:예, 1:아니요) 4.01120 1.44 0.1518

음주 (0:예, 1:아니요) -7.23779 2.00 0.0120
**

흡연 (0:예, 1:아니요) -1.82643 -0.52 0.6029

직무 자율성 (0:mean↓, 1:mean↑) -2.29776 -0.92 0.3602

근골격계 자각 증상 (0:예, 1:아니요) 1.55791 0.63 0.5292

 
 R

2
=0.1638, Adj R

2
=0.0654, F=1.66, p=0.0452

표 10. 피로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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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슬슬슬링링링 사사사용용용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질질질환환환 자자자각각각 증증증상상상과과과
피피피로로로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슬링 사용정도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양상과 피로도를 분석하

기 위하여 평균 슬링 사용기간(21.38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사용기간 보다 

오래 사용한 구 사용군과(21명), 평균 사용기간 보다 적게 사용한 신 사용군

(22명)으로 비교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증상 III) 호소율은 구 사용

군이 9.5%(2명), 신 사용군이 5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피

로도는 구 사용군은 84.67점, 신 사용군은 87.54점으로, 구 사용군이 낮았

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11). 

변수

 

구 사용군

(n=21명)

신 사용군

(n=22명)

χ
2 

or

t-Value

p-value

근골격계 질환 자각 증상

전신 (증상 III)

2 ( 9.52) 11 (84.62) 6.54 0.0106
*

다차원 피로척도 (점수) 84.67±15.83 87.54±11.22 0.69 0.4977

*
p<0.05

표 11.슬링치료 장비 사용 정도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과 다차원 피로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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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고고고 찰찰찰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행위를 통해 근골격계 및 중추신경계 질환을 치

료하는 의료기사로써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많은 인간공학적인 유해 인자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 비해 업무 관련 근골격계질환 가능성이 

크며 피로도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과 피로는 최근 가장 중요

한 산업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저하, 품질 저

하, 서비스 저하 등 경영손실과 함께 직간접적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장성록 등, 2003).

   본 연구는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물리치료사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

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자 총 147명 중 슬링치료 장비를 사

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슬링 사용군은 43명이었으며, 슬링 비사용군은 104

명이었다. 슬링 사용군은 슬링 비사용군에 비해 나이와 경력이 높았으며, 운

동을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슬링 사용군이 슬링 비사용군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았으며, 슬링 사용군의 근무지는 병의원, 슬링 비사용군

의 근무지는 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슬링 사용군과 슬링 비사용군

의 차이는 슬링치료 장비가 대부분 병의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동

안 연수를 통해서 슬링치료 기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지, 나이, 경

력, 학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슬링 사용군은 30.2%(13명)에서, 슬링 비사용군은 



- 34 -

40.4% (53명)에서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증상 III)을 호소하여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였다. 슬링 사용군은 목14.0%(6명), 어깨18.6%(8명), 팔/팔꿈치

2.3%(1명), 손/손목/손가락 0%(0명), 허리18.6%(8명), 다리/발0%(0명)이며, 

슬링 비사용군은 목14.4%(15명), 어깨 37.5%(39명), 팔/팔꿈치 5.8%(6명), 

손/손목/손가락 0%(0명), 허리 29.8%(31명), 다리/발 0%(0명)로 부위별 자

각 증상(증상III)을 호소하였다. 슬링 사용군이 슬링 비사용군에 비해 각 부

위별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증상 III) 호소율이 낮았으며, 특히 어깨 부위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0.05). 통증의 빈도도 유의하게 낮았다

(p<0.01). 이러한 결과는 현수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부위를 공중에 띄

우고 치료하는 슬링치료의 특성상 어깨 부위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부위의 자각 증상 호소율이 감소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병원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대구지역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권미지와 김수민(2001)의 조사에서 어깨 66.6%, 목 41.4%, 손목 

41.4%, 무릎 35.3%, 등 19.2%, 팔꿈치 12.1%, 발목 9.0%, 고관절 4.0% 순

으로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김강윤 등(2004)의 연구에서

는 물리치료사 중 어깨 68.3%, 목 65.0%, 허리 65.0%, 손/손목 48.3%, 다

리 43.3%, 팔/팔꿈치 23.3% 순으로 자각 증상을 호소하였다. 장애인 생활시

설 종사자의 증상 호소율을 조사한 이지태 등(2004년)의 연구에선 어깨 

50.4%, 허리 48.8%, 목 40.7% 손목/손가락 38.2, 무릎 24.2%, 발목/발 

18.7%, 팔/팔꿈치 18.7%, 대퇴 3.3% 순서였으며, 의지보조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두용(2003년)의 연구에선 어깨 49.1%, 손/손목 30.2%, 등/허리 

25.0%, 목 17.0%, 팔 13.2%, 다리/발 9.4% 순이었다. 그리고 간호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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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어강희(2001)의 연구는 허리 56.6%, 다리 47.7%, 어깨 35.0%, 

목 25.5%, 팔/손목 21.1%의 순서였으며, 진단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김태

수(2003)의 연구는 하지 17.1%, 어깨 15.4%, 손․손목 12.0%, 허리 9.4%, 

목 8.6%, 팔꿈치 4.3% 순이었고, 정희선 등(2002)이 연구한 치과 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어깨 81.9%, 등/허리 77.4%, 팔 49.4%, 손/손목 

45.7%, 목 21.5% 순서를 보였다.

   이처럼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 어깨, 목, 허리에 호

소율이 높았으며, 서서 일하며 이동이 많은 간호사와 진단방사선사는 하지의 

호소율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는 증상 I 호소율이 슬링 사용군은 

목 32.6%, 어깨 67.4%, 팔/팔꿈치 20.9%, 손/손목/손가락 30.2%, 허리 

48.8%, 다리/발 18.6%이며, 슬링 비사용군이 목 32.7%, 어깨 52.9%, 팔/팔

꿈치 17.3%, 손/손목/손가락 28.9%, 허리 42.3%, 다리/발 10.6%이었으며, 

증상 III 호소율이 슬링 사용군은 목 14.0%, 어깨 18.6%, 팔/팔꿈치 2.3%, 

손/손목/손가락 0%, 허리 16.3%, 다리/발 0%이며, 슬링 비사용군은 목 

14.4%, 어깨 37.5%, 팔/팔꿈치 5.8%, 손/손목/손가락 0%, 허리 29.8%, 다

리/발 0%였다.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 마다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

가 서로 다르고,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Tanaka 등(1998), 박동현과 한상환(1998), 그리고 한상환 등(2003)의 

연구에서 근골격계증상 호소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고 하여 본 연

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여성이 가사 활동과 많은 관련성이 있으며, 여성일수

록 자신의 증상을 과도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성은 근육의 강도, 근섬유 

종류의 분포 차이, 호르몬의 차이, 임신과 같은 여러 생리학적 요인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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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골격계 질환에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렬 등, 2003).

   최재욱 등(1996)과 박병찬 등(2003)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증가 할수록, 

박동현과 유익근(1996)과 김종은 등(2003), 김형렬 등(2003), 윤철수와 이

세훈(1999)의 연구에서는 기혼의 경우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더욱 높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린 집단의 호소율이 더욱 높았으며, 미

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더욱 호소율이 높았다. 이것은 근무경력이 낮은 군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높았던 다른 연구에서처럼(김창선 등, 2001; 전만

중 등, 2001; Hakkanen 등, 2001; 안연순 등, 2002; Merlino 등, 2003), 

나이가 어릴수록 병원 업무에 잘 적응 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자세와 

서투른 치료 기술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한편 피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고, 병가율과 업무장애를 증가시

키며(Weijman 등, 2003), 직업성 재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Swaen 등, 

2002). 그리고 영구적 장애의 예측인자가 될 수 있으며(Van Amelsvoort 

등, 2002), 피로한 근로자들은 결근의 위험이 42일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Janssen 등, 2002). 따라서 산업피로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피로의 조사방법은 크게 일반적으로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 방법은 집단을 대상으로 자각적 증상을 분석하

여 그 피로정도를 산출하는 것이며, 객관적 방법은 Schneider step test, 

Harvard step-up test, 순환기능검사, 뇨혈 Frequency test, Critical 

flicker-fusion frequency(CFF) 등의 방법이 있다(조규상, 1991; 박호란과 

문정순, 1996). 객관적인 방법은 신뢰도가 높으나 일정한 장비가 필요하며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로 연구는 주관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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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의 피로 연구는 1974년 병원 간호사의 피로 연구를 시작으로(이은옥 

등, 1974) 산업의학, 가정의학, 간호학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연

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1970년 일본산업위생학회의 산업피로 

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30항목의 피로자각증상표를 사용하여 피로를 측정하

였다. 하지만 일본에서 개발된 피로자각증상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검토 등 유용성 평가의 과정 없이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피로 측정을 장세진(2000)에 의해 고안된 다차원 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이용하였다. 다차원 피로척도는 Schwartz 등(1993)의 

FAI(Fatigue Assessment Inventory)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된 것

으로, 최근 2주 동안의 피로의 경험에 대해 7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였다. 

   피로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고(김석환과 윤계수, 1998), 

미혼인 경우 피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이명근 등, 1996). 하지

만 본 연구에서도 저 연령군이 고 연령군보다 피로도가 높았으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피로도가 높았다(p<0.05).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은 군이 연령

이 높은 군에 비하여 익숙하지 않은 직장 생활과 서툰 치료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서적 도움이나 신뢰감이 피로 

회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Bültmann 등, 200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

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과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피로 감소에 도움을 주

는 것으로 조사되어(p<0.01),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이 스트레스와 피로

가 낮다는 Hassmen 등(200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Bultmann 등(200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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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jma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측면으로 볼 때 직무 요구도

가 높은 경우, 직무 자율성이 낮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직업 불

안정이 높은 경우가 피로의 강한 위험요소로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자율성이 낮은 경우가 유의하게 피로도가 높았다(p<0.05).

   본 연구에 의하면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피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슬링 사용군과 슬링 비사용군의 피로도는 각각 86.14점과 

91.74점으로 슬링 사용군이 슬링 비사용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5), 피로도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슬링치료 장비 사용하

고,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피로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미지와 권수민(2001)의 연구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같은 작업의 반

복, 과도한 환자 수, 불충분한 휴식시간, 과도한 작업량, 불편한 자세에서 치

료, 도수운동치료, 보행활동의 보조, 환자 옮기기 등이 큰 스트레스를 가지

는 작업요소로 지적하였다. 김강윤 등(2004)의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행위의 

50% 이상이 REBA 점수가 3점 이상(대책 및 추후 평가가 빠른 시일 내 필

요)으로 매우 위험한 자세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

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도의 최소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아야 한

다. Cromie 등(2000)은 물리치료사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최소

화를 위하여 자신의 연구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자를 옮기

거나 들 때 보조자의 도움을 받으며, 보조기구(전기치료)로 가능한 치료는 

도수치료를 지양하고, 항상 쓰는 부위 대신 다른 부위를 사용하면서 치료하

여 손목과 손의 부하량을 감소시키고, 규칙적인 휴식시간과 스트레칭을 통해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도의 최소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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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공학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김강윤 등(2004)의 연구에

서 전동식 입식 치료대와 환자 들기용 보조기구(patient lifting devices) 사용을 

권고하였으며, 미국 오하이오주 산재보상국(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BWC)에서 수행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인간공

학적 개선 이후 산재 발생률, 작업 손실 일수, 작업 제한 일수, 이직률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를 옮길 때 보조기구를 

사용한 결과 200,000시간을 기준으로 산재 발생률이 9.4건, 근로 손실 일수

가 48.2일, 근로 제한 일 수가 8.6일, 이직률이 24.4건 감소하였으며, 높낮

이 조절 침대를 사용하여 침상간호를 실시한 결과 산재 발생률이 6.5건, 근

로 손실 일수가 52.6일, 근로 제한 일 수가 16.4일, 이직률이 6.7건 감소하

였다(김현욱 2004). 

   슬링치료 장비는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 감소를 위한 

인간공학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슬링치료는 환자의 신체부위를 줄에 매달아 

공중에 띄우고 치료하기 때문에 무거운 환자의 팔․다리를 직접 들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며, 매우 작은 힘으로도 환자의 환부를 움직일 수가 있다. 또

한 치료사에게 도움의 손 역할을 하여 신체적인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효율

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슬링치료 장비는 무리한 힘 사용, 반복동작, 

불편한 자세 등 근골격계질환의 많은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어 물리치

료사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Harkness 등(2003)의 연구에서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어깨 높이 위에서 작업하는 것,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것, 중량물

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 하였는데, 슬링치료 장비를 활용하면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어깨 부위 근골격계질환 발생 감소에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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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단면조사였으며, 우편 

설문을 통한 연구로 응답률이 65.2% 불과하였다. 그리고 슬링치료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병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연구 대상자를 연구자가 직접 선택하

여 선정하였고, 이런 이유로 슬링 사용군과 슬링 비사용군 간의 나이, 학력, 

운동 유무, 근무지, 근무형태, 경력이 차이가 나는 동질성의 문제가 발생하

였다. 또한 의학적인 검사와 인간공학적 평가 등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자가기입식 방법에 의한 주관적인 통증과 피로정도를 표시

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에 이견이 있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더 많은 대상자와 의학적인 검사와 인간공학적 평가 등 다각적이

고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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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VI. VI. VI.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를 대상으로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물리치료사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과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일반적 요인, 업무적 요인, 생활습관 관련 

요인,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자각 증상 부위, 다차원 피로척도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147명(슬링 사용군 43명, 슬링 비사용군 

104명)의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슬링 사용군의 72.1%가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기존의 물리치료방법에 

비해서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

였다.

   2. 대상자 중 124명(84.4%)에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증상 I)이 있었으

며, 각 부위별 자각 증상 호소율은 어깨 57.7%(84명), 허리 44.2%(65명), 

목 32.7%(48명), 손/손목/손가락 29.3%(43명), 팔/팔꿈치 18.4%(27명), 다

리/발 12.9%(19명) 순서였다.

   3.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인 증상 III는 슬링 사용군이 전신 30.23%(13

명), 목 14.0%(6명), 어깨 18.6%(8명), 팔/팔꿈치 2.3%(1명), 손/손목/손가

락 0%(0명), 허리 16.3%(8명), 다리/발 0%(0명)이며, 슬링 비사용군이 전신 

51.0%(53명), 목 14.4%(15명), 어깨 37.5%(39명), 팔/팔꿈치 5.8%(6명), 

손/손목/손가락 0%(0명), 허리 29.8%(31명), 다리/발 0%(0명)로 슬링 사용

군이 슬링 비사용군 보다 전신과 어깨 부위에서 증상 III 발생율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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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4.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모형 I, 모형 III, 모형 IV에서 슬링 사용 유무와 성별이 영향요인

이었다. 

   5. 다차원피로척도 점수가 슬링 사용군 86.14점, 슬링 비사용군 91.74점

으로 슬링 사용군이 슬링 비사용군에 비해 피로도가 5.6점 유의하게 낮았다.

   6. 슬링치료 장비 사용과 함께 학력, 운동 유무, 음주 여부, 직무 자율성, 

근무지, 근무 형태에 따라서 피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슬링치료 장비 사용 여부, 음주 

여부가 영향요인이었다.

   7. 슬링 사용군 중 평균 슬링치료 장비 사용기간보다 오래 사용한 군이 

적게 사용한 군에 비해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호소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슬링치료 장비 사용이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과 피로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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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슬링링링치치치료료료 장장장비비비 사사사용용용이이이 물물물리리리치치치료료료사사사의의의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과과과 피피피로로로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재활병원의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송인의입니다.
이 설문지는 슬링치료 장비를 이용한 치료가 물리치료사의 피로 수준과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 증상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지
입니다.이것은 개인적인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며,무기명으로 처리하여 응답자
분들에 대한 개인 신상의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본인은 이 설문지로 파악되
는 내용을 바탕으로 물리치료사의 권익 보호와 물리치료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 치료와 진료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만,우리 물리치

료사의 건강한 근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8～10분 정도이며,빠짐없이 응답
해 주셔야 완전한 자료로 참고할 수 있사오니 바쁘시지만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재활병원 성인운동치료실
TEL:02)383-0916(601),

HP:018-258-9439
담당자 :송인의(연세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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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슬슬슬링링링치치치료료료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물물물음음음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OOO 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슬슬슬링링링치치치료료료(예 :slingexercisetherapy,slingtherapy,therapimaster,슬링요법)에 대해 알
고 계십니까?
(1)예 (2)아니요

2.슬링장비를 직직직접접접 사사사용용용하여 환자를 치료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예 ("예“라고 답하신 분은 3번 설문으로)
(2)아니요 (“아니요”라고 답하신 분은 4번 설문으로)

3.경험이 있으시면 언언언제제제부부부터터터 슬링을 이용하여 치료하셨습니까?
3.1.약 ( )년 ( )개월 전부터

3.2.또한,환자를 치료할 때 슬링 장비를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이용하시면서 치료하십니까?
(1)100～81% (2)80～61% (3)60～41% (4)40～21% (5)20～0%

4.경험이 없으시면 앞으로 슬링치료를 해보고 싶으십니까?
(1)예 (2)아니요

5.슬링 장비를 이용한 치료가 기존의 일반적인 물리치료 방법에 비해서,
물리치료사의 피피피로로로 감감감소소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 하십니까?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6.슬링 장비를 이용한 치료가 기존의 일반적인 물리치료 방법에 비해서,
물리치료사의 근근근로로로에에에 기기기인인인한한한 통통통증증증이이이나나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질질질환환환 발발발생생생 감감감소소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 하
십니까?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7.슬링 장비를 이용한 치료가 기존의 다른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비교하여 치치치료료료적적적 효효효과과과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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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다다다음음음 질질질문문문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피피피로로로수수수준준준을을을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해해해 만만만들들들어어어진진진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지지지난난난 222주주주 동동동안안안 느느느
끼끼끼셨셨셨던던던 경경경험험험과과과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OOO 표표표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11...피피피로로로도도도 설설설문문문 (((다다다차차차원원원 피피피로로로 척척척도도도,,,MMMFFFSSS)))

항 목 전혀
아니다 <--- ---- 보통

이다 ---- ---> 매우
그렇다

1.나는 피로하면 나른해지고 졸림을 느낀다. 1 2 3 4 5 6 7

2.나는 피로할 때 인내심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3.나는 피로하면 일할 의욕이 나질 않는다. 1 2 3 4 5 6 7

4.나는 피로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5.나는 운동을 하고 나면 피로해진다. 1 2 3 4 5 6 7

6.나는 더우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7.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8.나는 우울해지면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9.온도가 시원해지면 피로가 감소된다. 1 2 3 4 5 6 7

10.나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11.피로로 인하여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12.피로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1 2 3 4 5 6 7

13.피로를 느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면 능률
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14.피곤하면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15.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피로를 느낀다. 1 2 3 4 5 6 7
16.피로는 나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증상이다. 1 2 3 4 5 6 7
17.피로는 가장 심각한 3가지 증상 중의 하나이다. 1 2 3 4 5 6 7
18.피로는 일,가족,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방해한다. 1 2 3 4 5 6 7

19.나는 피곤하면 다른 증상들이 더욱 악화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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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직직직장장장에에에서서서 동동동료료료와와와 상상상사사사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의의의견견견이이이나나나 생생생각각각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곳곳곳에에에 OOO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 목 매 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 금
그렇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복지에 대해관심을 갖고 있다
2.나의 상사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해 준다
3.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4.나의 상사는 서로 협력하여 일이 잘 진행되게끔 이끌어 간다
5.나의 동료들은 각 분야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다
6.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호의)을 갖고 있다
7.나의 동료들은 친절하다
8.나의 동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DDD...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직직직무무무내내내용용용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이이이나나나 느느느낌낌낌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까까까운운운
곳곳곳에에에 OOO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항 목 매 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 금
그렇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내가 수행하는 일(직무)는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2.나의 일(직무)는 매우 시간적 여유없이 빡빡하게 수행된다
3.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4.내가 일(직무)을 수행할 때는 충분한 시간(기간)이 주어진다
5.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강요를 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6.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어떻게 일(직무)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권한)이 나에게 거의 없다
8.나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 발언권
을 많이 갖고 있다
9.나의 일(직무)을 수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10.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적인 일이다
11.나의 업무는 창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12.나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13.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한다
14.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
에게 주어진다



- 54 -

EEE...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설설설문문문

1.성별 :남( ),여( ) 2.나이 :( 세)
3.결혼 유무 :미혼( ),기혼( ),이혼( ),사별( )
4.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무교( )
5.학력 :전문대졸업( ),대학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
6.근무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복지관( ),보건소( ),기타( )
7.근무형태 :정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타 ( )
8.주 담당 치료 형태 :열.전기치료( ),운동치료( ),정형물리치료( ),

수치료( ),기타( )
9.총 근무 경력 :( 년 개월)
10.1일 평균 치료 환자 수 :( 명)
11.중식시간을 제외한 1일 평균 근무시간 :( 시간)
12.현재 임금 수준
(1)100만원 미만 (2)100～150만원 (3)150～200만원 (4)200～250만원
(5)250～300만원 (6)300～350만원 (7)350～400만원 (8)400만원 이상

FFF...다다다음음음 질질질문문문은은은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질질질환환환 증증증상상상조조조사사사표표표입입입니니니다다다...다다다음음음을을을 읽읽읽고고고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OOO 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본인의 키와 체중은 얼마이십니까?
키 :( )Cm
체중 :( )Kg.

2.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요

3.본인의 흡연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흡 연 □ 비 흡 연 □ 피우다가 현재 금연
흡연을 한다면 -하루 흡연 개수 : ______________개, 흡연기간 :____________년

4.본인의 음주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마 신 다 □ 안 마 신 다
음주를 한다면 -1주당 ______________회



통통통증증증 부부부위위위 목목목((( ))) 어어어깨깨깨((( ))) 팔팔팔///팔팔팔꿈꿈꿈치치치((( )))

1.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얼얼마마마
동동동안안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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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빨래하기,청소하기,2세미만의 아이 돌보기)은 얼마나 됩니까?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6.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7.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넘어짐,추락 등)인해 손/손가락/손목,팔/팔꿈치,어깨,목,허
리,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 팔/팔꿈치 □ 어깨 □ 목 □ 허리 □ 다리/발)

8.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매우 힘듦

9.지난 일년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재해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 있다 □ 없다

10.지난 일년간 몸이 불편해서 결근하신 날은 몇 일입니까?___________________일
(집안 일로 인한 결근이나 휴가는 제외함.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11.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팔/팔꿈치,어깨,허리,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
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함,화끈거리는 느낌,무감각 혹은 찌릿찌릿
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 (“예”라고 답하신 분은 다음 장에 있는 표의 통통통증증증부부부위위위에 체크(∨)하시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세세로로로줄줄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예 시 -

세세세로로로로로로
내내내려려려가가가면면면서서서
해해해당당당사사사항항항에에에
체체체크크크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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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증증증 부부부위위위별별별 체체체크크크 표표표

통통통증증증 부부부위위위 목목목((( ))) 어어어깨깨깨((( ))) 팔팔팔///팔팔팔꿈꿈꿈치치치((( ))) 손손손///손손손목목목///손손손가가가락락락((())) 허허허리리리((( ))) 다다다리리리///발발발((( )))

1.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얼얼마마마 동동동안안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달 미만
1달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약약한한한 통통통증증증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중중간간간 통통통증증증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심심한한한 통통통증증증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매매우우우 심심심한한한 통통통증증증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동동동안안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
하셨습니까 ?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지지지난난난 111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동동동안안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임임임하하하여여여 주주주셔셔셔서서서 진진진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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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n An An An Effective Effective Effective Effective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Musculoskeletal Musculoskeletal Musculoskeletal Musculoskeletal Disorders Disorders Disorders Disorders and and and and 

Fatigue Fatigue Fatigue Fatigue of of of of Physical Physical Physical Physical Therapists Therapists Therapists Therapists who who who who use use use use Sling Sling Sling Sling TherapyTherapyTherapyTherapy

In-EuiSong
DepartmentofOccupationalHealth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BongSukChaM.D.,Ph.D.)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sling therapy 

which affects to the physical therapist's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fatigue.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various factor such as general 

factors, working conditions, lifestyles, work stress, musculoskeletal 

symptom regions and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MFS)were used. 

The study gathered data from physical therapists who filled out 

questionnaires individually.

   To carry out this study, 147 physical therapists participated. 43, Group 

A, used sling therapy and the rest of 147(104, Group B) did not use the 

method. Sling therapy effectively decreased therapist's musculoskeletal 

disorders by 72.1% and fatigue by 72.1%. For Group A the result is as 

follows; 30.2%of Group A had complaints of pain from the whole body, 

14.0% from the neck, 18.6% from the shoulder, 2.3% from the arm and 

elbows, 0% from the hand, wrist and finger, 16.3% from the back and 0% 

from the legs and foots. Group B, who did not use the method, shows 

higher percentage of pain from all parts of the body than Group A. Th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Group A and B is shown in the whole 

body and the shoulder. The important factors which influenc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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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the symptom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what the 

gender was and whether sling therapy used or not. Group A who used 

sling therapy longer than average showed significantly less incidence 

rate. 

   MFS scale of Group A is 86.14 points. Group B is 91.74 points. Group 

A's fatigue is 5.6 points lower than Group B. Considered factors 

influencing on fatigue are the use of sling therapy and drinking alcohol. 

   Therefore, sling therapy is effective to reduce the incidence rat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fatigue. As previously sta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and also fatigue and pain were 

very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Thus responses were subjective.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 In 

conclusion, this study should be complemented by other studies that are 

more objectively executed through various data, such as medical 

examinations, ergonomical examinations, and others. 

                                

Keywords:sling therapy,musculoskeletaldisorders,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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