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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배움의 기쁨과 함께 인내와 겸허의 자세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지난 2년을 돌아
보며,이 길을 열어주신 국가와 간호병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이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
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제게 따뜻한 격려로 자신감을 주시고,오
리무중 헤매일 때 연구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 고일선 교수님,늘 먼저 제
마음을 읽어주시고,논리적 사고를 하도록 이끌어 주신 김광숙 교수님,새로운 학
문분야에 깊은 지식을 기쁨으로 나누어주시고,날카로운 비평과 함께 힘든 순간
함께 고민해주신 김성한 교수님,연구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주신 오의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도움을 주신 사단장님 이하 군 관계자와 김승
종 대위,연구를 진행하면서 야전부대에 대한 지식이 막힐 때 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신 교관님,무엇보다 힘든 훈련 후에도 설문에 성심으로 응해준 병사들에
게 더없이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늘 받기만하는 후배에게 언제나 든든한 자리가 되어주시는 이연미,유승
연,조순영,한선옥 선배님과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준 영
원한 동기 혜순,민정,윤경,혜진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의 문을 열어 준 방소연,
현사생,강세원 선생님,함께 공부한 선생님들,존경하는 연세대학교 간호학 교수
님들,모두 함께였기에 힘든 순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고마
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뭉클해질 만큼 한없는 사랑으로 삶의 지표를 주시는 아버지,



항상 당신일 보다 더 걱정과 근심으로 지켜봐주시는 어머니,작은 일에도 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행복의 원천 명수언니,지은,미란,미소,조카 형섭과 오랜
시간 늘 변함없이 내 곁에서 힘을 주는 소중하고 사랑스런 예비신랑 창수오빠에
게 감사함과 사랑을 담아 이 논문을 바칩니다.

값진 경험과 귀하게 얻은 지식을 밑거름으로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 제 몫을
즐겁게 해 나가가겠습니다.

2006년 12월
강명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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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병병병사사사들들들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및및및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는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및 사회심리적 특
성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일 사단 내 2개 보병대대를 편의표출 후,해당 대대에 복무

중인 전체 병사 627명 중 선정기준에 부합된 병사 5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2003)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

사지침의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Marcotte등(1997)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정도 측정도구(Job Requirementsand Physical
Demands;JRPD),Karasek(1985)의 JobContentQuestionnaire(JCQ)를 조성일 등
(2001)이 번역-역번역을 거쳐 작성한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Stauffer(1949)가 제작한 것을 신태수(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수정한 군
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자료수집은 2006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 까
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 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12.0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대상자 중 신체부위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가진 자는
78.2%로 무증상자 보다 많았다.신체부위별 증상 호소는 허리가 53.6%로 가장 많
았고,그 다음으로 다리/발이 52.5%였으며,유증상자의 통증정도를 보면 모든 부
위에서 70% 이상이 중간통증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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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본 결과,근골격계 유증상자
분포는 박격포가 83.8%로 기관총 79.1%,소총수 78.7% 보다 높게 나타났고(χ2=10.950,
p=.012),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 중 근골격계 유증상자는 82.3%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에서의 유증상자 75.8%,운동을 안하는 대상자에서의 유증상자 64.9%
보다 유증상자가 많았으며(χ2=7.111,p=.029),1일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대상자 중
근골격계 유증상자는 82.8%로 7시간 이상인 대상자 중 유증상자 71.7%보다 유증상자
가 많았다(χ2=8.987,p=.003).
3.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및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본 결

과,근골격계 유증상자는 무증상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
출정도가 높게 나타났고(t=10.850, p=.000), 직무재량도는 낮았으며(t=-1.989,
p=.047),직무요구도는 높고(t=4.041,p=.000),사회적 지지는 낮았으며(t=-2.463,
p=.014),군 생활 적응 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5.177,p=.000).
4.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의 영향요인으로는 운동,수면시간,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군 생활 적응 정도로 나타났다.즉,운동을 불규칙
적으로 하는 대상자는 운동을 안하는 대상자에 비해 2.96배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
이 높아지며,1일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대상자는 7시간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1.90배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는 1점 증가할수록 1.07배,군 생활 적응 정도는 1점 증
가할수록 0.95배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볼 때,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해서는
주특기를 고려하고,허리와 다리/발 부위의 증상관리에 초점을 두어 올바른 생체
역학에 대한 교육 및 공학적․행위적 중재를 통해 신체의 부담을 줄여주고,군 생
활 적응도를 높여주며,구조화된 운동프로그램과 수면관리를 포괄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핵심어:병사,근골격계 증상,작업관련 특성,사회심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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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란 신체의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사용에 의하여 발
생하거나 악화되는 근육,건,말초 신경,혈관계의 장애를 말한다(WHO,1987).이
는 동일한 작업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인력 손실은 물론 막대한 의료비를 증가시켜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도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또한 개인에게는 통증과 불편감,일상생활 능력 저하,만성장애
로 진행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근로환경의 변화로 최근 급증하고 있어 근

로자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산업재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자 수는
1999년 344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009명,2001년 1,634명,2002년 1,827명
2003년 4532명,2004년에는 4512명이 되었고,2003년 이후 뇌․심혈관계 질환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 업무상 요양자의 59%를 차지하게 되었다(노동부,2004).이
에 정부는 2003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장에 의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와 질환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업장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여,각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질병에 대한 교
육(박정선 등,2002)으로,올바른 건강행위를 도모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그러
나 교육을 통한 근로자나 사업주의 행위변화는 좀처럼 쉽지 않으며,실제로 건강
행위에 대한 패턴은 성인기 이후 교정하기 어려운 건강습관이 되기 때문에(Perry,
1984)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은 젊은 시기의 적정 시점이 중요할 수 있다.즉,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비로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는 성년초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고 좋은 건강행위를 수립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애경,1998;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특히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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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게 되는 성년초기의 우리나라 모든 성인 남자들은 군 입대 후 전투를 대비
한 상황에 준하여 훈련과 근무,작업 등의 반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군인들의 경우 각종 임무수행 시 거친 신체활동을 하게 되고,다양
한 훈련 중 무거운 장비의 취급 및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
생하게 되며(Reynoldsetal.,1999),특히 병사들은 새로운 임무에 대한 부담감과
역할갈등,정신적 긴장,저 계급자로서 갖는 낮은 직무 권한 등으로 자신의 직무
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는데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군인들에게 발생하는 손상(injury)의 가장 흔한 유형은 관절 및 근육의

과사용(overuse)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으로(Berkowitzetal.,1999;Kaufmanet
al.,2000),이는 군인들이 병원 외래를 방문하고,입원 및 전역을 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국군의무사령부(2005)질병 통계에 의하면 기타 추간판 장
애가 군 병원 입원환자 1순위로 보고되었으며,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사유 중
2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그 외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기타 관절이상 등이 심신장애 전역자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되었으며,외
래 환자 또한 요추,골반,무릎,발목,손목,손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등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이 다빈도 질환으로 보고되었다.이러한 보고는
군인들이 현재 근골격계 질환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작업관련성 근
골격계 질환의 특성 상 집단생활을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 막대한 전투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단순반복의 정형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형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관련 특성,사회심리적 특
성,일반적 특성의 다각도의 위험요인이 규명되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사들의 근
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요통을 중심으로 한 연구(고도일,1997;
김선화,2000;양정목,1995)가 소수 보고 되어 있을 뿐,상하지를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또한 국외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
로 훈련 후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의 역학연구와 이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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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대부분이다(Linenger& Shwayhat1992;Jonesetal.,1993;Jordaan&
Schwellnus,1994).일부 연구에서 생체역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나(Danielsetal.,2005;Huangetal.,2003)사회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병사들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에 직면해 있고,건강한 행위 수립을

위한 성년초기의 적정 시점에 놓여 있어 이 시기의 근골격계 예방대책은 무엇보
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즉,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안녕을 도모하며,군 전투력
보존은 물론 성인기 이후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따라
서 효과적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관
련된 다각도의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군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및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증상관
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및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을 파악한다.
2)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사회심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3)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및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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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근골격계 증상이란 현재의 작업에서 일하면서 목,어깨,허리,주관절이나 전박
부 또는 손이나 손목,발이나 발목의 관절부위에 통증(pain),쑤심(tingling),마비
(numbness)혹은 무감각(lossofsense)같은 하나 이상의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
되거나 최소한 1달에 1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NationalInstitutefor
OccupationalSafetyandHealth;NIOSH,1997).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환의 질병

기준(guideline)과 미국국립표준과학연구원(ANSI)에서 만든 증상조사표를 근거로
한국산업안전공단(2003)에서 개발한 KOSHA CODEH-30을 사용하여 목,어깨,팔
/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다리/발의 신체부위별 통증 유무,지속시간,발생
빈도를 측정하여,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기준에 따라 과거에 사고나 손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현재 군 생활 임무수행을 하면서,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
속되었거나 혹은 지난 1년 동안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22)))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작업관련 특성이란 과도한 힘이나 고도의 반복을 요하는 작업 과정,진동에 대
한 만성적인 노출,부적절한 자세 등 작업 과정상의 요인들과 작업장의 온도,공
간 배치,작업대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의 작업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요인을 의미한
다(Bernardetal.,1997).
본 연구에서는 U.S.AirForceJobRequirementsandPhysicalDemands(JRPD)
survey(Marcotte etal.,1997)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biomechanicalexposures)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점수가 높을수록 작업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
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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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사회심리적 특성이란 특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생활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되는 개인의 심리 또는 그 결합으로서의 사회적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특성이란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노동강
도 강화,단조로운 직업,직무 만족도(NIOSH,1997),정신건강(손정일 등,1995)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이 인지한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와 병사들

의 정신건강과 관련지을 수 있는 군 생활 적응을 말한다.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
사회적 지지는 Karasek(1985)이 개발한 JobContentQuestionnaire(JCQ)를 조성일
등(2001)이 번역-역번역을 거쳐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점수가 높
을수록 각각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군
생활 적응은 Stauffer(1949)가 제작한 것을 신태수(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수
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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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WHO(1987)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장애(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WRMSDs)를 신체의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근육,건,말초 신경,혈관계의 장애라고 하면서 반복 또는 지속 사용으
로 인한 질병 발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원
(NationalInstituteforOccupationalSafetyandHealth;NIOSH,1997)에서는 과
거에 사고나 손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현재의 작업에서 일하면서 목,어깨,주관
절이나 전박부 또는 손이나 손목의 관절부위에 통증,경직,작열감,저림의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1년 동안 최소한 1달에 1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로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2003년 노동부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
복적인 동작,부적절한 작업자세,무리한 힘의 사용,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상․하
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하여,국내에
서는 상지 뿐 아니라 하지와 허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강
동묵 등,2005).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장애는 염좌,건염,점액낭염,인대 손상,포착성 신경병증,

연골 및 골의 손상 등을 포함한다.이는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저림,얼얼함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어 계속 진행하면 대개의 경우 정상적인 모습이 변형되거나 근력
이 저하되고,운동범위가 제한 또는 축소되며,기능손실이 수반되는 징후를 보인
다(김상준,2004).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은 불확실한 변이,완전한 기능상실에 앞서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통증 등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며,일부 환자는 대증적인
자가 치료의 경험을 거치게 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특정 위험군 또는 개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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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이 가능하다면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은 질환에 해당된다(최명
관,2006).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장애의 발생 기전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반복 횟수가 증가하거나 과도한 힘이 작용하면,건(tendon)이 신장되거나 건 주위
의 미세구조가 압박되어 건의 허혈 또는 미세손상을 일으켜 염증이 유발되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건,건막,관절 등에 만성 섬유화,칼
슘침착,섬유성 결절 형성,신경압박 등을 일으킨다(Snooketal.,1988).
이러한 병태 생리적 기전에 맞추어 근골격계 장애는 ‘누적 외상성 장애

(cumulative trauma disorder),반복사용 긴장성 손상 증후군(repetitive strain
injury),과사용 증후군(overuse syndrome)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Keyserling& Armstrong,1998).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와 더불어 정신․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임이 강조되면서,인간공학적 작업관련 특성과 함께 사회심리적 특성
을 평가하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줄
일 수 있는 핵심적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auter& Swanson,1996).
따라서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

로 증상 호소율과 함께 다각도의 요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연구에
서 사용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에 대한 측정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udeforOccupationalSafetyandHealth;NIOSH,1997)에서 정한 근골격
계 질환 가이드라인과 미국국립표준과학연구원(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에서 만든 증상 조사표,한국산업안전공단(2003)의 KOSHA CODE
H-30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 보고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을 살펴보면,Bernard등(1994)의 연

구에서는 신문사 근로자의 경우 목 26%,어깨 17%,손/손목 22%,팔꿈치가 10%
로 보고되었고,Auquston등(1996)의 연구에서 치과의료 종사자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은 목 47%,어깨 45%,허리 49%,손 21%,무릎 14% 이었다.Huang등
(2003)의 연구에서 해군의 경우는 허리와 상지만의 증상을 조사하였는데 허리
20.4%,상지 19.7%,요통과 상지의 통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28.7%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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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Daniel등(2005)의 연구에서 육군의 경우 허리부위에 27%의 증상 호소율
을 보였다.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김인아(2003)의 연구에서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은 목 45.23%,어깨 56.28%,팔 및 팔꿈치 31.82%,손가락
및 손목 42.59%,등 및 허리 58.55%,무릎 및 다리 56.84%이였으며,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영미(2003)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증상 호소
율은 어깨 24.4%,목 21.3%,손 및 손목 15.0%,팔 및 팔꿈치 11%로 보고 되었다.
정현숙(2004)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증상 호소율은 목 30.9%,어깨 45.4%,팔/팔꿈
치 10.6%,손/손목 22.1%,허리 42.6%,무릎 34.7%,다리/발 19.6%로 나타났다.이
와 같이 대상자에 따라 신체부위의 증상 부위 및 호소율이 다른 이유는 근골격계
의 국소부위의 증상과 특정한 신체적 임무,즉 작업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Cooperetal.,1994)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요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공병부대 병사(양정목,1995),물리치
료실 내원 병사(고도일,1997),사단의무대 방문 또는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김선화,2000;박한정,1995).고도일(1997)은 야전병원 신경외과 외래환
자 중 95%,전체 입원환자의 13%가 요통환자라고 하였으며,공병부대 병사의 요
통 경험률 또한 53.9%(양정목,1995)로 높게 나타났다.박한정(1995)의 연구에 의하
면 요추부 질환으로 입원한 병사 중 80%가 군 입대 후 요통이 발생하였으며,발
병 원인으로는 군사교육 및 훈련 40%,근무 및 작업 38.9%,운동경기 16.7%,사고
및 기타가 4.4%로 보고 되어,요통이 일어날 수 있는 자세가 많은 군에서의 활동
에 대한 생체역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김선화(2000)의 연구에서는 일부
사단의무대와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요통발생 원인 및 위험그룹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졌는데 주특기별로 보면 보병,수송,포병 순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병사들의 요통관련 요인으로는 긴 작업시간,허리를 구부리거나 몸통을 돌리는

동작,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 등으로 보고 되었으나,그 외 작업 자
세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밝히지 못했다(고도일,1997;김선화,2000;양정목,
1995).이는 작업자세에 대한 변수 측정 시 ‘서서 일한다’,‘앉아서 일한다’,‘교대로
일한다’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고 있어 포괄적 측정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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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세는 근골격계 증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표준화
된 도구를 통해 작업자세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이 필요하며,이를 통해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병사들의 작업관련 특성 중 어떠한 요인이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
이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국외 군인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2000년 이전

의 연구는 대부분이 기초 훈련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나 이와 관련된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Linenger와
Shwayhat(1992)의 미 해군 병사들의 기초 훈련 동안의 손상 발생률에 대한 연구
에서는 스트레스성 골절,발목 염좌,아킬레스건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
이 발생하였으며,훈련병을 대상으로 훈련과 관련된 손상에 대한 내적 위험 요인
을 규명한 연구(Jonesetal,1993a)에서는 여군이 남군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
이 높았으며,체력측정 특히 구보(달리기)종목에서 낮은 등급의 그룹이 높은 등급
의 그룹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또한 입대전 육체적 활동
량이 적었던 그룹에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높은 위험률을 보였다.
Jones등(1993b)의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12주간 기초 훈련동안의 손상에 대한

의학적 기록을 분석 결과 37%가 훈련과 관련되어 하나 이상의 손상를 입었고,대
부분이 근육의 염좌나 긴장,과사용으로 인한 무릎 통증으로 보고되었다.위험요
인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흡연력,이전의 사고력(발목 염좌 등),입대 전 육체적
활동량이 적은 직업이었거나,구보(running)의 빈도가 적었던 경우,체력이 약한
경우로 보고되었다.Jordaan과 Schwellnus(1994)의 연구에서는 기초 훈련 9주간 과
다사용으로 인한 손상(overusesinjury)발생률을 조사하였는데,9주(총 1000시간)
동안 급성질환은 13.6%,과다사용으로 인한 손상(overuses injury)은 86.4%로,
tibialbonestressreaction,슬개골 통증(patellofemoralpain)의 유병율이 높았고,
모든 손상의 80% 이상은 하지와 무릎,발목 부위에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자대 복무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작업특성과 관련하여 생체

역학적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Huang등(2001)은 미 해군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주특기를 규명하

였고,Huang등(2003)은 미 해군 중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고위험 주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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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수행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요추부와 상지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과 이
와 관련하여 개인적 요인,생체역학적 요인,사회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요인에 대
해 연구하였으나,복합요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그러나 높
은 생체역학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시간적 압박(timepressure)이 상지와
허리 부위 통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erkowitz등(1999)의 직업성 요추부 장애(occupationalbackdisability)에

관한 연구에서는 U.S.ArmyDisabilityAgencydatabase를 이용하여 요추부 장애
와 관련된 육군의 고위험 주특기(militaryoccupationalspecialty)를 규명하였다.
이후 Daniels등(2005)은 요통의 고위험 주특기 임무수행을 하는 현역군인을 대상
으로 U.S.AirForceRequirementsandPhysicalDemands(JRPDs)의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한 생체역학적 노출정도와 요통 증상 호소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
하는 등,실제 군 복무 중 작업특성과 관련된 요인 규명을 하고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증상관련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으로 연구되어지

고 있는 주 변수를 보면 연령,계급,주특기,체질량지수,흡연력,운동 등의 변수
가 다루어지고 있다.연령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연구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손상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Huangetal.,2001;
Jonesetal.,1993b),국내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고도일
1997;김선화,2000;양정목,1995),오히려 병장 보다는 저계급자인 일병에서 요통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다(김선화,2000).주특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활동량이 많
은 보병,수송,무거운 포를 다루는 포병에서 요통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김선
화,2000).Reynolds등(2002)의 전투포병과 공병 3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25kg/m2이상인 군이 25kg/m2미만인 군보다 손상 발생률이 2.1배
높아지며,Reynolds등(1999)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손상 발생률이 1.93배 증가한다고 하였다.운동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를
보면,주 3회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요통의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으나(Danielet
al.,2005),국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운동과 요통의 근골격계 증상과
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김선화,2000;양정목,1995)이에 대한 재검증
이 요구된다.또한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수면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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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없었는데,불충분한 수면시간은 근골격계 증상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
어(김철호,2004;한영미,2003)수면시간이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상의 근골격계 증상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근골격계 증상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근골격계 증상에는 일반적 특성,작업관련 특성과
함께 사회심리적 특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포괄적인 요인규명
이 요구된다.한편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부 요통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었고,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나타난 연령,계
급,주특기,체질량지수,흡연력,운동,수면시간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작업관련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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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증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직접적인 발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물리적 스트레스이다(박정선 등,2002).
오혜주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한 사업체 근로자를 작업유형별로,반복적인

작업이나 많은 힘이 소요되지 않는 작업군(대상군 1),상대적으로 많은 힘이 소요되
나 비교적 반복적이지 않은 작업군(대상군 2),반복적이지도 않으며 힘도 소요되지
않는 작업군(대조군)으로 분류 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을 조사하였는데,대상군 1
에서 가장 높은 호소율을 보여 반복성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임을 보고했다.
Kilbom(1994)의 연구에 의하면 반복적인 동작 직종에서 손상 위험이 높은 신체

부위와 연계되는 반복의 횟수를 어깨는 2.5회 이상/분,상완/팔꿈치/전완/손목 10
회 이상/분,손가락 200회 이상/분임을 밝혀냈다.또한 김규상 등(2005)의 연구에서
는 유사한 동작이 8시간 작업기간 동안 빈번하게 반복된다면 피로와 근육-건에 대
한 부하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오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작업 중 잠시 쉬는
것이 건과 근육의 피로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과도한 힘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한 요인으로,Silverstein등(1987)의 연구에 의

하면 과도한 힘에 반복을 요하는 직종은 두 가지 모두 낮은 수준의 직종과 비교
시 수근관 증후군 발생이 15.5배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작업자세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Bjelle등(1979)은 손을 어깨 높이 이상에서

행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어깨 건염의 발생이 11배 높아진
다고 하였으며,김규상 등(2005)의 연구에서는 자가 평가에 의한 생체역학적 위험
요인으로서 목을 구부리거나 비틀어서 하는 작업,팔이나 손을 길게 뻗어서 하는
작업,팔이 어깨 높이나 그 위에서 하는 작업 등의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근골격계
증상 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그리고 신체부위별 근골격
계 증상 유발 요인으로는 장시간 서서 하는 작업이 허리와 다리/발 부위에 영향
을 미쳤으며,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허리와 목 부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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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는 부위를 보면,목을 45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릴
경우 또는 옆으로 비트는 자세 등이 질병 발생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부
자연스러운 작업자세라고 보고하였다(김규상 등,2005).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진동으로,인체의 인식 진동범위는

1~400cps,피부 진동인식의 최대치는 1,500cps로,망치,연마기,그라인더,임팩트
렌치 등의 전동 수공구에 의한 진동은 팔꿈치,손/손목의 수완진동 증후군의 근골
격계 질환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였다(NIOSH,1997).
한편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살펴보면

OWAS(Ovaco Working PostureAnalysing System),RULA(Rapid UpperLimb
Assessment),REBA(Rapid EntireBodyAssessment)등이 있는데(이향기,2006),
이와 같은 생역학과 생리적인 측정도구들은 측정하는데 여러 장비가 필요하고,소
요되는 시간도 적지 않아 현장에서 간편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이러한
이유로 국외에서는 육체적/물리적 부하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작
업의 부하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이동준,2004).대표적인 설문지로 Baecke
Questionnaire(Baeckeetal.,1982),Stockholm publichealthQuestionnaire(Olaet
al.,2002),U.S.AirForceJobRequirementsandPhysicalDemand(JRPD)Survey
에서 사용한 자가 보고식 측정법(Marcotteetal.,1997)등이 있으며,이러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신뢰도가 입증되고 있다.이 중 U.S.Air
ForceJobRequirementsandPhysicalDemand(JRPD)Survey에서 사용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의 경우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작업 중 임무 수행 동안의 움직임,자
세,중량물 취급,진동이나 저온 등의 환경적 요인의 빈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JRPD 자가보고식 설문지는 사무직 근로자(Daneetal.,2002),미 해군(Huanget
al.,2003),미 육군(Danielsetal.,2005)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가 입
증되고,근골격계 위험 그룹의 작업특성을 파악하는데 권장되고 있다.
이상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

면,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주는 작업관련 특성으로는 반복성,부적절한 작업자
세,과도한 힘,작업 시 진동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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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인간공학적 위험인자와 더불어 사회심
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강동묵 등,2005).
Bongers등(1993)에 의하면 직무요구도와 같은 작업장의 사회심리적 특성이 작업

의 속도와 동작의 가속,가해지는 힘과 자세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심리적 특성이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근골격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생리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작업의 상황과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스트레스 반응은 급성 근골격계 증상을 아
급성화 또는 만성화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의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스트

레스로 유발된 근육 긴장이 근골격계 증상으로 발전하거나 스트레스가 물리적 작
업 요인으로 유발된 근골격계 염증 상태의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 근육의 동통 역치를 감소시키는,물리적인 작업요인과 스트레스의 상호작
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Bongersetal.,1993;NIOSH,1997).
직무 스트레스란 작업환경의 단일 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상

황의 요구 정도와 그러한 요구에 직면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범위와 관련
된 부분으로 발생한다.즉,업무의 요구가 높으나 업무에 대한 자유 재량도가 낮
은 ‘통제’개념에 대한 조작화로 업무의 의사결정 권한과 직무에 대한 기술사용
및 개발 기회 등을 의미한다(Karasek,1979).여기서 직무요구와 직무재량 두 개념
의 의미를 보면,직무요구(jobdemand)란 정신적인 직무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개
념으로,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신적인 각성(alertness)과 긴장
(arousal)의 정도이며,직무재량이란 의사결정권과 기술재량권의 두 개념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강동묵,2005).
Karasek의 JobStrainModel에서 제한 변수를 사용하여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

계를 본 연구를 보면,직무요구도가 높고,직무재량도가 낮을수록 증상의 발생률
이 높고(박석호,2005;최명관,2006;허철봉,2002;Halesetal.,1994;Theor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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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1),또한 고 긴장군(직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에서 근골격
계 증상의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성낙정 등,1999;주영수 등,1998),특히 상지
근골격계 증상들의 유발인자로는 육체적 부하보다는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inoeetal.,1995).그리고 높은 심리적 직무요
구도는 목과 어깨의 근골격계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Toomingasetal.,
1997).반면에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채덕희(2005)의 연구에서는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 및 이를 조합한 직무 긴장도와 근골격계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일개 회사의 단일 직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직무재량도의
동질성이 높게 나타났고,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작업수행에 있어 개인에 따른 직무재량도와 요구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근

골격계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채덕희,2005;허철봉,2002;Bigosetal.,1992;
Halesetal,1994),특히나 높은 육체적 요구도에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증상
호소률을 높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Bongersetal.,1993).김철호(2004)의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지와 낮은 긴장도를
갖는 군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지와 높은 긴장도를 갖는 군이 3.13배,낮은 사회
적 지지와 높은 긴장도를 갖는 군이 3.09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채덕희(2005)
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상사의 지지가 근골격계 증상의 영향요인으로,상
사의 지지가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이 2.9배 증상 발생률이 높다고 하였다.그러
나 Theorel등(199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근골격계 증상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CL-90R을 사용하여 정신건강과 근골겨계 증상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는,단순반복의 VDT작업자에서 비작업자보다 9가지 증상 척도의 평균 T-score가
높았고(손정일 등,1995),오혜주 등(1994)은 목,어깨,팔꿈치,허리,무릎의 근골격
계 증상과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양정

목(1995)의 공병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무 만족도와 작업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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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요통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반면,군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선
화(2000)연구에서는 근무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표
준화된 도구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며,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심리적 특성 변수의 재선정이 요구된다.우리나라의 성인 남자들은 의무
병역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며,하나의 역할을 부여받아 그에 따른
임무수행을 하도록 되어있다.이에 일반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근무는 스스로 선
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따라서 근무에 대한 만족도라는 개념보다
는 임무가 주어진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오히려 군 생활 적응이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사료된다.군 생활 적응이란 입대 후 실지 근무지
에서의 생활 적응이므로 생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며,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으로,군 생활 간 안정감,행복감을 느끼
고 군에서 부여받은 임무에 대하여 사명감,의무감,희생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책과 직무에 만족하며 군대의 규율과 질서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윤희,1963).군 생활 적응과 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
를 보면,군 생활 적응을 잘할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았으며(문정순,
1983),조순영(2002)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에 선행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
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정신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군 생활 적
응은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예측된다.따라서 군 생활 적
응이 근골격계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근골격계 증상과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직무만족도,사회심리적 안녕감,정신
건강 등이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군입대 후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고,상하구분이 명확한 계급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병사들에게 있어 사회심리적 특성이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며,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이 있을 사회심리
적 특성 요인으로는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 정도라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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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및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출하였다.
근골격계 증상은 NIOSH 기준에 따라 신체부위별 통증 또는 불편감(쑤시는 느

낌,화끈거리는 느낌,무감각 혹은 찌릿찌릿 함 등),증상의 지속기간,빈도로 정하
고,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계급,주특기,체질량지수,
흡연,운동,수면시간으로 선정하였다.즉,연령이 증가할수록,육체적인 부담이 많
은 주특기일수록,흡연량이 많고,체질량지수가 높으며,수면시간이 짧을수록 근골
격계 증상 발생률이 높아진다.작업관련 특성으로는 작업의 반복성,부적절한 작
업자세,과도한 힘,작업시 진동 등으로 인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로 선정하였다.
즉,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높아진다.사회심
리적 특성으로는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 개념을 선
정하였다.즉,직무재량도가 낮고,직무요구도가 높으며,사회적 지지가 낮고,군생
활 적응 정도가 낮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높아진다.이와 같은 근거로 각
개념의 선형적 관계를 설정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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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 작업의 반복성
● 부적절한 작업자세
● 과도한 힘/진동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직무요구도
●직무재량도
●사회적 지지
●군 생활 적응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 신체부위별
통증 또는 불편감

● 지속기간/빈도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 연령
● 계급
● 주특기/체질량지수
● 흡연/운동/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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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및 사회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correlationalstudy)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육군 사단에 복무하는 병사들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경
기도 소재 일 사단에 복무 중인 보병대대 병사를 근접 모집단으로 정하였다.그리
고 사단 내 2개 보병대대를 편의표출하고,그 중 현재 복무중인 전체 병사 627명
을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류마티스,관절염,루프스,통풍,수핵탈출증(목,허리)의 질병력이 없는 자
2)목,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무릎,다리/발 부위에 교통사고,낙상,
추락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사고력이 없는 자

3)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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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일반적 특성 9문항,근골격계 증상 37문
항,작업관련 특성 38문항,사회심리적 특성 48문항(직무재량도 9문항,직무요구도
5문항,사회적 지지 8문항,군 생활 적응 26문항)으로 총 132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각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계급,주특기,체질량지수(체중(kg)/키의 제곱(㎡)),
흡연,운동,수면시간/일에 관한 7문항을 조사하였으며,연구 대상자 선별을 위한
개인 질병력과 사고력의 2문항을 추가하여 총 9문항을 조사하였다.

222)))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근골격계 증상 측정도구는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환 질
병기준(guideline)과 미국국립표준과학연구원(ANSI)에서 만든 증상조사표를 근거로
한국산업산업안전공단(2003)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의
증상조사표(KOSHA CODEH-3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37문항으로 목,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다리/발 6개

신체부위별 통증의 유무,지속시간,정도,빈도,1주일 동안 통증여부,통증에 대한
대처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유증상자의 분류는 NIOSH(199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거에 사고나 손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군생활 임무수행과 관련해서 6개 신체부
위 중 어느 한 부위에서 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함,화끈거리는 느낌,무감각,찌릿
찌릿함 등의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있고,이러한 증상이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주
일 이상 지속되었거나 혹은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근골격계 유증
상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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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작업관련 특성 측정도구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biomechanical exposures)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U.S. Air Force Job
RequirementsandPhysicalDemands(JRPD)survey(Marcotteetal.,1997)에서 사
용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번한 한 설문 문항은 인체역학
전공 교수 1인,간호학 교수 2인,10년 이상의 군생활 경험을 가진 장교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2006년 9월 27일 보병대대 병사 35명에게 사전조사
를 실시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다.도구 내 문항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대
상자의 빠른 이해와 일관된 반응을 위해 관련된 그림을 삽입하였고,이해 가능한
문구로 수정하여 최종도구를 완성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총 38문항으로,각 신체 부위별로 목/어깨 부위와 관련된 7문항,

팔/팔꿈치/손부위와 관련된 14문항,허리 부위와 관련된 9문항,다리/발 부위와
관련된 4문항,머리/눈과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어 근골격계 질환관 관련된 생
체역학적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생체역학적 노출정도 점수 산출은 Dane등(2002)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문항별 Likert4점 척도로,노출시간이 ‘전혀없다’0점,‘5시간 미만/
주‘1점,’2시간 미만/일‘2점,’2~4시간/일‘3점,’4시간 이상/일‘4점으로 측정하
였다.점수 범위는 0~152점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작업 특성과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생체역학적 노출이 높음을 의미한다.
Dane 등(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1,Danials등

(200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5이었으며,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0.91이었다.

444)))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사회심리적 특성 측정은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군 생활 적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 측정은 Karasek(1985)이 개
발한 JobContentQuestionnaire(JCQ)를 조성일 등(2001)이 번역-역번역을 거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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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도구의 문항은 총 22문항으로 직무재량도(decision
latitude)9문항,직무요구도(psychologicaljobdemands)5문항,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8문항(상사의 지지 4문항,동료의 지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문항은 Likert4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2점,‘그렇다’3
점,‘매우 그렇다’4점으로 하여 점수 산출은 Karasek(1985)이 제시한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 직무재량도 ={(문항1+문항3+문항5+문항7+문항9)+(5-문항2)}×2
+{(문항4+문항8+5-문항6)}×4

■ 직무요구도 =(문항10+문항11)×3+{(15-(문항12+문항13+문항14)}×2
■ 사회적 지지 =(문항15+문항16+문항17+문항18+문항19+문항20

+문항21+문항 22)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직무재량도 점수의 범위는 24-96점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하고,직무요구도 점수의 범위는 12~48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사
회적 지지 점수의 범위는 8~32점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상사,동료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미나 등(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 영역에서 각각 Cronbach'sα=0.75,0.59,0.88이었으며,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직무재량도 Cronbach's α=0.72,직무요구도 Cronbach's α=0.60,사회적 지지
Cronbach'sα=0.80이었다.

군 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Stauffer(1949)가 제작한 군 생활 적응 검사를 이윤희
(1963)가 번역 제작하여 사용한 것을 신태수(1981)가 한국 군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심신의 상태 3문항,임무수행의지 4문항,직책과

직무만족 7문항,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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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4점 척도로,‘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그런 편이다’3
점,‘그렇다’4점으로 측정하였다.점수 범위는 26~104점이고,점수가 높으면 군 생
활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순영(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0.92이었으며,본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0.87이었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 까지 4일간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상급기관에 설문지 문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 후 자료수집을

위한 해당 부대에 설문 요청 공문 발송 및 지휘부 승인을 받았다.그리고 자료 수
집을 위해 연구자가 육군 일 사단 2개 보병대대 내 각각의 중대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자 소개,연구의 목적,비밀보장,자발적인 참여,응답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설명 후 생활관(내무반)또는 강당에서 설문지를 개별 또는 집단 배부하여 수집하
였다.설문지는 총 627부를 배부하여 62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9%였으며,이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력과 사고력
을 가진 106명의 설문지와 불성실한 답변의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509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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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3)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4)근골격계 증상과 일반적 특성,작업관련 특성,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는 χ

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5)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근골격계 증상 발생의 예
측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6)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α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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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계급,주특기,체질량지수,흡연,운동,수면
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았다.
대상자의 연령은 18세부터 27세까지 분포하였으며,평균 연령은 20.91세로 19세

에서 23세 까지의 분포가 97.5%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계급은 병장이 29.3%,일
병 28.9%,상병 25.1%,이병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대상자의 주특기에 따른
분포를 보면 소총수가 38.7%로 가장 많았고,박격포 29.1%,기관총 17.9%,기타(통
신병 30,행정 38명,운전 3명,취사 2명)가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만학회(2000)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 분류에 따른 체질량지수 분포를 보

면 정상이 6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과체중인 대상자는 24%,비만에 해당
하는 병사는 11.8%,저체중인 대상자는 2.6%로 나타났고,대상자의 평균 체질량지
수는 22.36kg/m2으로 정상에 해당되었다.
대상자의 흡연력을 보면,현재 흡연하는 대상자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흡연 대상자는 37.5%,과거에 피우다 끊은 대상자는 4.3%로 나타났다.자유시간
중 운동여부에 대해서는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는 43.8%였고,운동을 안하는 병사는
7.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대상자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6.42시간으로,6시간
이하 수면을 취하는 병사가 58.3%로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병사 41.7%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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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509

변 수 구 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 령 20세 이하
21세 이상

185(36.3)
324(63.7)

20.91±1.16

계 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85(16.7)
147(28.9)
128(25.1)
149(29.3)

주특기 소총수
기관총
박격포
기타

197(38.7)
91(17.9)
148(29.1)
73(14.3)

체질량지수
(kg/m2) ≤18.4(저체중)

18.5~22.9(정상)
23.0~24.9(과체중)
≥25(비만)

13(2.6)
314(61.7)
122(24.0)
60(11.8)

22.36±2.24

신장:174.17±5.25
체중:67.89±7.98

흡연 흡연
피우다 끊음
비흡연

296(58.2)
22(4.3)
191(37.5)

운동 운동 안함
불규칙적임
규칙적임(3회/주)

37(7.3)
249(48.9)
223(43.8)

수면시간 6시간 이하/일
7시간 이상/일

297(58.3)
212(41.7)

6.4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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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은 한국산업산업안전공단(2003)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지침의 증상조사표 KOSHA CODE H-30을 이용하여,
NIOSH(199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거에 사고나 손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군
생활 임무수행과 관련해서,목,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다리/발
의 각 신체부위별로 통증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었거나 혹은 지난 1년 동안
1달에 1번 이상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근골격계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았다.
신체부위 중 어느 1곳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유증상자

는 78.2%로 무증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신체부위별 유증상자는 허리가 53.6%로
증상호소율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다리/발은 52.5%로 나타났다.이에 비
해 어깨는 24.6%,목은 18.3%,손/손목/손가락은 11.2%,팔/팔꿈치는 5.5%로 상지
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표표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빈도(백분율),N=509

신체부위 유증상자 무증상자
목 93(18.3) 416(81.7)
어깨 125(24.6) 384(75.4)
팔/팔꿈치 28(5.5) 481(94.5)
손/손목/손가락 57(11.2) 452(88.8)
허리 273(53.6) 236(46.4)
다리/발 267(52.5) 242(47.5)

근골격계 증상* 398(78.2) 111(21.8)

*근골격계 증상 :신체부위 중 1곳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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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위의 통증 정도는 NIOSH 기준에 따른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KOSHA-CODEH-30에서 제시한 통증정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약한 통증이란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임무에 열중할 때는 못 느끼는 경우를 말

하며,중간 통증이란 임무수행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
는 경우를 의미한다.심한 통증이란 임무수행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
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이며,매우 심한 통증이란 통증 때문에 임무수행은 물론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경우로,NIOSH 기준에 따른 유증상자의 통증 정도를 살
펴본 결과 <표 3>과 같았다.유증상자의 신체부위별 통증 정도를 보면 모든 부위
에서 70% 이상이 중간 통증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한 통증
을 호소하는 부위를 보면 다리/발,허리가 23%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팔/팔
꿈치가 17.9%,목과 어깨는 10%이상 이었으며,손/손목/손가락은 8.8%가 심한통
증을 호소하였다.매우 심한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로는 손/손목/손가락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리/발이 3.4%,허리 3.3%,어깨는 2.4%의 순이었다.

표표표 333...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유유유증증증상상상자자자의의의 통통통증증증 정정정도도도
빈도(백분율)

신체부위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심한통증* 계

목 27(29.0) 56(60.2) 10(10.8) 0(0) 93(100)
어깨 34(27.2) 75(60.0) 13(10.4) 3(2.4) 125(100)
팔/팔꿈치 8(28.6) 15(53.6) 5(17.9) 0(0) 8(100)
손/손목/손가락 12(21.1) 37(64.9) 5(8.8) 3(5.3) 57(100)
허리 46(16.8) 155(56.8) 63(23.1) 9(3.3) 273(100)
다리/발 50(18.7) 146(54.7) 62(23.2) 9(3.4) 267(100)

*약한 통증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임무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임무수행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임무수행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통증 때문에 임무수행은 물론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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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으로는 목과 어깨,손/손목/팔,허리,다리/발,머리/눈의
각 신체 부위별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biomechanical
exposures)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도구의 생체역학 노출 정도 점수 범위는 0~152점이며,본 연구 대상자의 점수

범위는 최소 13점부터 최대 113점 까지였고,평균 53~27점으로 생체역학적 노출정
도가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체부위별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다리/발이 2.06점으로 가장 높았고,허리가 1.73점,목과 어깨는 1.29
점,손/손목/팔은 1.25점,머리/눈은 0.72점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은 근골격계 발생
과 관련하여 다리/발 부위의 생체역학적 노출(biomechanicalexposures)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표표 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생생생체체체역역역학학학적적적 노노노출출출 정정정도도도의의의 평평평균균균 및및및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N=509

신체부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목과 어깨 1 22 9.04±3.76 1.29±0.54

손/손목/팔 2 49 17.45±8.11 1.25±0.58

허 리 1 35 15.59±7.02 1.73±0.78

다리/발 3 14 8.33±2.53 2.06±0.66

머리/눈 0 16 2.87±3.22 0.72±0.81

총 점 13 113 53.21±19.44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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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는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군 생활
적응을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았다.
직무재량도 점수범위는 24~96점이며,연구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28점부터 92점

까지 분포하였고,직무재량도 평균은 56.94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다.직무
요구도 정도를 보면 점수범위는 12~48점이며,연구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16점부터
48점까지 분포하였고,직무요구도 평균은 31.56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정도를 보면 점수범위는 8~32점이며,연구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10

점부터 32점까지 분포하였고,사회적 지지 평균은 22.74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에서 상사의 지지 점수범위는 1~16점이며,연구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4점부터 16점까지 분포하였고,상사의 지지 평균은 9.76점으
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동료의 지지 점수범위는 1~16점이며,연구 대상자의 점
수범위는 6점부터 16점까지 분포하였고,동료의 지지 평균은 11.63점으로 높은 수
준이었다.
군 생활 적응 정도를 보면,군 생활 적응 도구의 점수범위는 26~104점이며,연

구대상자의 점수범위는 3점부터 102점까지 분포하였고,군 생활 적응 평균은
63.99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다.군 생활 적응 하위 영역별 평균평점은 4점
만점에 심신의 상태 2.70점,임무수행의지 2.26점,직책과 직무만족 2.44점,군 조
직 환경에 대한 태도 2.48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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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변변변수수수의의의 평평평균균균 및및및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N=509

변 수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직무재량도 28 92 56.94±11.59 2.24±0.29

직무요구도 16 48 31.56±5.42 2.61±0.33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사회적 지지

4
6
10

16
16
32

9.76±3.11
11.63±2.20
22.74±3.12

2.69±0.54
2.99±0.39
2.84±0.39

심신의 상태 3 12 8.11±1.52 2.70±0.51
임무수행 의지 4 16 9.04±3.05 2.26±076
직책과 직무만족 7 28 17.10±4.59 2.44±0.66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12 47 29.74±5.78 2.48±0.48

군 생활 적응 30 102 63.99±11.23 2.46±0.43



- 32 -

444...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 유무의 차이를 χ
2-test로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았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21세

이상에서는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80.2%,20세 이하에서는 근골격계 유증상자 74.6%
로 나타나,20세 이하보다 21세 이상에서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많았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χ2=2.206,p=.137).계급에 따른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분포
를 보면,일병에서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82.3%로 병장 78.5%,상병 78.1%,이병
70.6%보다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많았으나 계급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자와 무증
상자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4.356,p=.225).
주특기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분포를 보면,박격포 병사에서의

유증상자가 83.8%로,기관총 79.1%,소총수 78.7%,기타 64.4%보다 근골격계 유증
상자가 많았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0.950,p=.012).
체질량지수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분포를 보면,비만군에서

유증상자 81.7%,과체중군 79.5%,정상군 77.4%,저체중군 69.2%로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χ2=1.839,
p=.606),흡연상태에 따라서는 과거에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군 중 유증상자가
90.9%로 흡연군에서의 유증상자 80.1%,비흡연군에서의 유증상자 78.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χ2=4.836,p=.089).자유시간 중 운동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분포를 보면,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군에
서 유증상자가 82.3%로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에서의 유증상자
75.8%,운동을 안하는 군에서의 유증상자 64.9%보다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χ2=7.111,p=.029).수면시간에 따라서는
1일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군 중 유증상자가 82.8%로 7시간 이상 수면을
하는 군에서의 유증상자 71.7%보다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많았으며,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8.987,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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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666...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빈도(백분율),N=509

변 수 구 분 유증상자 무증상자 χ
2 p

연 령 20세 이하
21세 이상

138(74.6)
260(80.2)

47(25.4)
64(19.8)

2.206 .137

계 급 이 병
일 병
상 병
병 장

60(70.6)
121(82.3)
100(78.1)
117(78.5)

25(29.4)
26(17.7)
28(21.9)
32(21.5)

4.356 .225

주특기 소총수
기관총
박격포
기타

155(78.7)
72(79.1)
124(83.8)
47(64.4)

42(21.3)
19(20.9)
24(16.2)
26(35.6)

10.950 .012*

체질량지수 ≤18.4(저체중)
18.5-22.9(정상)
23.0-24.9(과체중)
≥25(비만)

9(69.2)
243(77.4)
97(79.3)
49(81.7)

4(30.8)
71(22.6)
25(20.7)
11(18.3)

1.839 .606

흡 연 흡연
피우다 끊음
비흡연

237(80.1)
20(90.9)
141(78.8)

59(19.9)
2(9.1)
50(26.2)

4.836 .089

운 동 운동안함
불규칙적임
규칙적임

24(64.9)
205(82.3)
169(75.8)

13(35.1)
44(17.7)
54(24.2)

7.111 .029*

수면시간 6시간 이하/일
7시간 이상/일

246(82.8)
152(71.7)

51(17.2)
60(28.3)

8.987 .00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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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및및및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11)))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무와 작업관련 특성 차이 분석을 위해 근골격계 유
증상자와 무증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았다.
근골격계 유증상자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는 평균 57.21점으로 무증상자의 생

체역학적 노출 정도 38.8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0.850,p=.000).따라서 근골격계 유증상자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가 무
증상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부위별로 살펴보면,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무증상자 보다 모든 신체부위에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표표 777...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평균±표준편차,N=509

변수 유증상자 무증상자 t p

목과 어깨 9.64±3.77 6.87±2.80 8.460 .000**

손/손목/팔 18.74±8.14 12.79±6.08 8.419 .000**

허리 17.00±6.71 10.50±5.65 10.264 .000**

다리/발 8.75±2.43 6.86±2.37 7.295 .000**

머리/눈 3.13±3.34 1.95±2.55 4.007 .000**

생체역학적 노출정도 총점 57.21±18.69 38.83±14.87 10.850 .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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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무와 사회심리적 특성 차이를 보기 위해 근골격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군 생활 적응 정도
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았다.
근골격계 증상 유무와 직무재량도와의 관계를 보면,유증상자의 직무재량도 평

균은 56.40점으로 무증상자의 직무재량도 58.86점보다 낮게 나타났고,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989,p=.047).즉,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무증상자
보다 직무재량도가 낮았다.근골격계 증상 유무와 직무요구도와의 관계를 보면,
유증상자의 직무요구도 평균은 32.07점으로 무증상자 29.75점보다 높았고,이는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041,p=.000).즉,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무증
상자 보다 직무요구도가 높았다.근골격계 증상 유무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보면,유증상자의 사회적 지지 평균은 22.56점으로 무증상자 23.38점보다 낮았으
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463,p=.014).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의 상사의 지지는 유증상자가 10.62점으로 무증상자 11.31점보다 낮게 나타났
으며,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3.167,p=.002),동료의 지지는 유증상
자가 11.93점으로 무증상자 12.07점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0.818,p=.414).즉,근골격계 유증상자는 무증상자 보다 사회적 지
지가 더 낮았으며,동료의 지지는 차이가 없었으나 상사의 지지는 더 낮았다.근
골격계 증상 유무와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보면,유증상자의 군 생활 적응 평
균은 62.66점으로 무증상자 68.75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177,p=.000).즉,근골격계 유증상자는 무증상자 보다
군 생활 적응 정도가 더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근골격계 유증상자는 무증상자 보다 직무재량도는 낮

았으며 직무요구도는 높고,사회적 지지 정도는 낮았으며,동료의 지지 정도는 차
이가 없었으나 상사의 지지 정도는 더 낮았고,군 생활 적응 정도도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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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평균±표준편차,N=509

영 역 구 분 유증상자 무증상자 t p

직무재량도 56.40±11.77 58.86±10.75 -1.989 .047*

직무요구도 32.07±5.50 29.75±4.74 4.041 .000**

상사의 지지 10.62±11.31 11.31±1.95 -3.167 .002**

동료의 지지 11.93±1.61 12.07±1.41 -0.818 .414

사회적 지지 22.56±3.18 23.38±2.83 -2.463 .014*

심신의 상태 7.93±1/41 8.75±1.74 -4.540 .000**

임무수행 의지 8.86±3.01 9.66±3.10 -2.447 .015*

직책과 직무만족 16.63±4.61 18.78±4.08 -4.455 .000**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29.23±5.76 31.56±5.52 -3.799 .000**

군 생활 적응 62.66±10.93 68.75±11.05 -5.177 .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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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본 연구에서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 발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근골격
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주특기,운동,수면시간,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군 생활 적응 8개의
예측변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 결과 제시
된 모형의 적합성,분류의 정확도 및 근골격계 증상의 영향요인은 <표 9>와 같았다.
분석 결과 회귀모델에 포함된 8개의 예측변수 중 운동,수면시간,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군 생활 적응 4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즉,운동
을 불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수면시간이 적은 경우,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가 높고,군 생활 적응정도가 낮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발생
률이 증가하였다.
승산비(OddsRatio;OR)를 통해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을 분석해 보면,모든 변

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운동을 안하는 군에 비해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
는 군의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은 2.96배(OR=2.964,95% CI=1.210~7.257),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군은 1.78배(OR=1.778,95% CI=.744~4.249)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1일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군에 비해 6시간 이하 군의 근골격계 발생

률은 1.90배(OR=1.904,95% CI=1.245~2.911),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가 1점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은 1.07배(OR=1.068,95%
CI=1.048~1.088)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군 생활 적응정도가 1점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증상은 0.95배가 되어(OR=.949,95% CI=.929~.969),군 생활 적응 정도가
좋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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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999...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N=509

변수 B S.E Wald p OR
95% CI

Lower Upper

주특기

소총수 .279 .399 .489 .484 1.322 .605 2.888

기관총 .579 .446 1.688 .194 1.784 .745 4.275
박격포 .642 .368 3.054 .081 1.901 .925 3.907
기타(기준) 3.397 .334 1

운동
불규칙적 1.086 .457 5.652 .017 2.964 1.210 7.257
규칙적 .575 .445 1.676 .195 1.778 .744 4.249
운동안함(기준) 7.032 .030 1

수면시간
6시간이하/일 .644 .217 8.839 .003 1.904 1.245 2.911
7시간이상/일 1

생체역학적 노출정도 .065 .01046.492 .000 1.068 1.048 1.088

사회적 지지 -.042 .049 .747 .388 .959 .872 1.055

군 생활 적응 -.052 .01124.000 .011 .949 .929 .969

직무재량도 -.005 .012 .159 .690 .995 .972 1.019

직무요구도 .052 .029 3.227 .072 1.054 .995 1.116

(constant) -.165 1.595 .011 .917 .848
*HosmerandLemeshow test:χ

2=7.884,df=8,p=.445
*Modelsummary:NagelkerkeR2=.340,χ

2=126.9,df=11,p=.000
*Correctclassification(%)=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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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및 사회심리적 특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111...병병병사사사들들들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본 연구 대상자인 병사들의 NIOSH 기준에 의한 근골격계 유증상자는 78.2%로
나타났다.이는 신체부위 중 1곳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한 경우로,조선
업 근로자 69.5%(김철호,2004),치과기공사 44.9%(이준석,2001),자동차 정비 사
업장 근로자 56.8%,자동차 조립 생산 사업장 근로자 68.2%,선박건조 작업장 근
로자 77.2%(정진주 등,2001)로 보고 된 다른 연구 대상자의 근골격계 유증상자
비율과 비교하면,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많았다.본 연구에서 작업관련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질병력과 사고력으로 기인된 통증을 가진 대상자
106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고려한다면 근골격계 유증상자는 더욱 증가
할 것이다.한편으로는 1년 동안의 근골격계 증상의 빈도와 지속기간에 응답해야
했으므로 회상편견을 배제할 수 없고,통증은 개인의 주관성이 내포되어 있어 과
대 또는 과소평가 될 수 있다.하지만 증상이란 개인의 생리적,정신 사회적 기능,
감각 또는 인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주관적인 경험으로,증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개인의 인지된 증상 경험과 이에 대한 보고가 가장 기본((Doddetal.,2001)이 됨
을 고려할 때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은 문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추후 병사들의 의무실 기록이나 의학적 진단을 추가한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역
학조사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신체부위별 증상 호소율을 보면 허리가 53.6%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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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발이 52.5%로 허리와 하지 쪽은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인 반면,어깨는 24.6%,
손과 손목 및 손가락은 11.2%,팔,팔꿈치는 5.5%로 상지 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호소율을 보였다.이는 요통이 활동량이 많은 젊은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NationalCenterforHealthStatistics의 조사에서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43%가 요
통을 동반한다고 하였고(Bigosetal,1992),Jordaan과 Schwellnus(1994)의 병사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주간의 기초 훈련 후 발생한 과사용 손상(overuse
injury)86.4% 중 80% 이상이 하지와 무릎,발목 부위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된
다.근골격계 국소부위의 증상과 특정한 신체적 임무는 관련되어져(Cooperetal.,
1994)있는데,주로 병사들의 주요 훈련 및 근무 등이 하지의 반복 사용과 관련되
어 있어 다리,발의 통증 호소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사단에 복무 중인 병사들의 주요 관심 질환이 관절염과 요통이었으며(정소진,

1991),심신의 불편감으로 훈련 또는 작전에서 열외 경험이 있는 대상자 47.8% 중
79%가 근골격계 문제였다는 연구(윤원숙 등,2006)와 본 연구에서 요통과 하지 근
골격계 증상의 높은 호소율 보인 것은 추후 요통과 하지를 중심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통증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허리와 하지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에 비

해 상지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호소율을 보였지만,통증 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심
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로 손/손목/손가락 부위가 5.3%로 가장 많았고,목,어
깨,팔/팔꿈치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도 10%이상으로 이는 임무수행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이에 대해
서도 관리가 요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골격계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주특기,

운동,수면시간이었다.주특기별로 보면 박격포인 병사 중 근골격계 유증상자는
83.8%로 보병대대 병사 중 근골격계 증상의 위험 그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는 군에서의 유증상자는

82.3%로 가장 높았고,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군에서의 유증상자가 75.8%로 나타
나 운동을 안하는 군 중 유증상자 64.9%보다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인 것이다.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근골격계 증상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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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안하는 대상자에 비해 불규칙적으로 하는 대상자는 2.96배,규칙적으로 하는
대상자는 1.78배 높게 나타났다.이는 근력과 요통의 발생빈도가 밀접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인 선행 연구(Battie,1992;Biering-Sorensen,1984;Danielsetal.,2005)와
모순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요통을 경험한 남자들은 요통 발생 1년 전부터
허리근육의 등척성 내구력이 낮았고(Biering-Sorensen,1984),주 3회 이상 규칙적으
로 구조화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군인의 경우 요통의 정도와 기능상태,신체적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는 연구(Danielsetal.,2005)를 미루어 볼 때,본 연구에서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규칙적으로 하는 병사에 있어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운동을 안
하는 병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증상을 경험하는 병사들이 증상에 대한 적극적
인 대안으로서 스스로 체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군생활의 고된 훈련에 적응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병사들이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
고 있는 운동의 형태나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 연구로 인과 관계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병사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력향상 및 통증완화를 위해 균육
의 밸런스를 고려한 구조화된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겠다.또한 추후 병사들
의 근골격계 증상과 체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또는 입대 전 근력과 입대 후 근골
격계 증상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일 평균 수면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6시간 이하인 그룹에서의 유증상자 분

포가 7시간 이상인 그룹에 비해 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 1일 수면시간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근골격계 증상의 유의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수면시간이 충분한 군에 비해 불충분한 군에서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1.70배(95% CI=1.14~2.56)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철호(2004)의 연
구와 일치한다.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해 근육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며,한편
으로는 적절한 수면을 보장받지 못하는 병사에 있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주
관적 건강 인식이 낮으며,군 생활 적응도 잘 못한다는 연구(김경애,2006)에서
처럼 심리적인 요인이 근골격계 증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에 근골격계 증상 관리를 위해서는 병사들의 수면관리에 대한 접
근이 함께 이루어져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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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2년여의 군 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했던 이유는 작업관
련 근골격계 질환이 누적외상성 질환으로서 오랜 근무기간과 관련되어져 있을 것
이라는 편견에서 기인되었으리라 생각된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1~5년차 근로자에
서 32.3%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가장 높았고(이동경,2003),직업관련성 요통으
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무기
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요통 유병률이 28.1%로 가장 높게 보고된 연구(문영
한 등,1996)를 통해 볼 때 현재의 작업에 노출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근골격계 질
환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특히나 병사들은 요통과 다리/발의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통 발생 시기가 군 입대 후 80%로 높게 나타
났고(박한정,1995),요통은 한번 경험한 후 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기 때
문에(Dillane etal.,1996)군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응
하는 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22...병병병사사사들들들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병사들의 작업관련 특성은 Marcotte등(1997)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측정도구
(JobRequirementsandPhysicalDemands;JRPD)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과 관
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를 측정하였는데,평균 57.21점으로 나타나 Danielset
al.(2005)의 미 육군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87.3점 보다 낮은 수준이었고,사무직
근로자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30.4점(Daneetal.,2002)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Daniels등(2005)의 연구의 경우 미 육군 중 육체적인 부담이 많은 고위험
주특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가 낮게 측정
되었으리라 사료된다.또한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측정도구의 문항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단순 반복 업종
인 사무직 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는 병사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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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유증상
자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점수가 무증상자보다 높게 나타났고,이는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근골격계 증상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이와 관련된 선행연구(Daneetal.,2002;Danielsetal.,
2005;Huangetal.,2003)결과와 일치하였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작업의 반복성,부적절한 작업자세,과도한 힘,진동 등의 요인들이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부위별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를 보면 평균평점 4점 만점에 다리/발 부위

가 2.06점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허리부위가 1.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허리
와 다리/발 부위와 관련된 세부문항별 평균평점 차이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
인 문항을 보면(부록 2참조),‘물체를 들어올리거나 옮길 때 허리를 구부린다’,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또는 옆으로 비틀면서 임무를 수행한다’,‘물체를
빠른 속도로 들어올리거나 물체를 들어올릴 때 몸이 비틀어져 있다’,‘무릎을 쪼
그려 앉아서 임무를 수행한다’등의 문항이었다.장시간 서서 하는 작업이 허리와
다리/발 부위에 영향을 미치며,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허리
와 목 부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규상 등,2005)와 양쪽 무릎을 쪼
그리고 일을 할 경우 한쪽 무릎을 쪼그리고 일을 할 경우에 비해 위험도가 3.34
배 높으며(정현숙,2004),하루에 30분 이상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것이 무릎 퇴
행성 관절염의 유병율을 높인다는 Cooper등(1994)의 연구 등 많은 연구에서 부
적절한 자세와 근골격계 증상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와 같이 병사들의
작업특성을 보았을 때도 바르지 못한 신체행위들이 근골격계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특성인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특히 다리/발,허리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자세로
기인됨이 확인되었다.따라서 높은 빈도를 보인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자세 교정과 인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신체 역학적 방법에 대한 접
근은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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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병병병사사사들들들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Karasek(1985)이 개발한 JobContentQuestionnaire(JCQ)를 조성일 등(2001)이 번
역-역번역을 거쳐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병사들의 직무재량도는 평
균 56.94점,직무요구도는 평균 31.56점,사회적 지지는 평균 22.74점(상사의 지지
9.76점,동료의 지지 11.63점)으로 나타났다.이는 채덕희(2005)의 연구 대상자인 항
공정비사의 직무재량도 63.11점,직무요구도 33.17점,사회적 지지 22.59점(상사의
지지 10.76점,동료의 지지 11.84점),주영수 등(1998)의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량도 62.56점,직무요구도 31.45점,사회적 지지 22.49점(상사의 지지 11.01점,
동료의 지지 11.48점),우리나라 직무스트레스 연구회에서 제시한 직무재량도 기준
치 59.59점,직무요구도 33.2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재량도,
직무요구도는 모두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회적 지지 정도는 선행 연
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상사의 지지 정도는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이는 군 조직의 특성상 병사의 수에 비해 상사(장교,부사관)의 수가 다른
조직에서의 비율보다 적으며,군의 특성상 수직적 지휘체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
고 있고,인간관계 보다는 임무완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사의 지지도가 낮았으리
라 생각된다.이는 병사들의 사회적 지지 원천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
족이며,장교와 부사관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연구(박현철,2000)
와 일치한다.
군 생활 적응은 평균평점 4점 만점에 2.46점으로,신태수(1981)의 연구에서 2.56

점,조순영(2002)의 연구에서 2.75점,5점 척도로 측정된 구승신(2003)의 연구에서
는 3.13점으로 나타나,선행연구에서의 군 생활 적응도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
였다.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근골격계 유증상

자와 무증상자 간에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군 생활 적응 정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입증한 선행연구(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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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2006;허철봉,2002;Krauseetal.,1998;Toomingasetal.,1997)결과와 일치된다.
직무요구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신적인 각성(alertness)과 긴장
(arousal)의 정도이며,직무재량도란 의사결정권과 기술재량권의 두 개념을 포함하
는 개념(강동묵 등,2005)을 의미하며,이는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병사들에게 직무재량도를 높이고,직무요구도를 낮추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또
한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행위와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Umberson,1987),특히
병사들에게 있어 부대 내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은 상사(장교,부사관)와 동료로,
일반적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강한 직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가
병사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다.또한 사회적 지지는 병사
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서(박현철,2000)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 관리를 위해
서는 상급자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근골격계 증상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는 근골격계 유증상자의 군 생활

적응 정도가 무증상자보다 낮게 나타났고,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근골격
계 증상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군 생활 적응을 잘할수록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문정순,1983)와 일치되는
결과이다.근골격계 증상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손정일 등,1995;
오혜주 등,1994),정신건강과 군 생활 적응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조순영,2002)
가 있다는 연구를 통해 볼 때,근골격계 증상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본 연구결과를 통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
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어느 변수가 선행요인인지 단정지을 수 없으며,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재검증이 요구된다.
군 생활 하부 문항별 평균평점 차이를 비교해 보면(부록 3참조),심신의 상태,

임무수행 의지,직책과 직무만족,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에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특히 ‘요즈음 신체적 건강상태는 아주 좋다’,‘현재 나의 직책은 다른
직책에 비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본다’,‘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가 있
다고 본다’,‘만일 나에게 직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바꾸지 않겠
다’,‘군대가 사병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의 문항이 근골격계 유
증상자와 무증상자 간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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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해하고,심리적 변인에서 군 생활 적응을 높여주는 것은 근골격계 증상관
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특성,사회심리
적 특성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를 통해 병사들의 근골격계 질
환 예방 및 증상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운동,수면시
간,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군 생활 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
임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병사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이에 대한 총체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간호연구,간호실무 측면에서 의의는 다음과 같다.

111)))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병사들의 주요 건강문제가 근골격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요인을 총체적
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없었으나,본 연구를 통해 관련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단순 반복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신체활동

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비디오 분석과 동작 분석기 등을 통해 생체역학적 분석을
하였으나,이는 다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신체활동이 다양한 대상을 연
구할 때는 제약이 따른다.이에 Marcotte등(1997)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측정
도구(JobRequirementsandPhysicalDemands;JRPD)는 외국의 경우 미육군,미
해군 및 일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을 입증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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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가 높은 도구로,본 연구가 국내 군인을 대상에게 적용하여 작업관련 특성을
규명하였고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본 측정도구
는 신체부위별로 움직임,자세,힘의 사용,진동이나 저온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의
노출 시간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려된 생체역학적 노출을
사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또한 신체부위별로 그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
해당 부위의 통증과의 관계도 검증해 볼 수 있다.따라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
는 대상자에 있어 작업관련 특성을 규명하여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2)))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는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과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작업관련
특성,사회심리적 특성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따라서 이
를 토대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한 건강증
진 프로그램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실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55...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한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최근 편향으로 인한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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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특성 및 사회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일 사단 내 2개 보병대대를 편의 표출 후,해당 대대에 복무
중인 전체 병사 627명 중 선정기준에 부합된 병사 5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2003)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

사지침의 증상조사표(KOSHA CODEH-30),Marcotte등(1997)의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 측정도구(JobRequirementsandPhysicalDemands;JRPD),Karasek(1985)의
JobContentQuestionnaire(JCQ)를 조성일 등(2001)이 번역-역번역을 거쳐 작성한
직무재량도,직무요구도,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Stauffer(1949)가 제작한 것을 신
태수(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추가 수정한 군 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06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 까지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집단 또는 개별 배포하여 자료수집 하였으며,수집된 자료
는 SPSS12.0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고,빈도,백분율 χ

2-test,
t-test,logisticregression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대상자 중 신체부위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가진 자는 78.2%
로 무증상자 보다 많았다.신체부위별 증상 호소는 허리가 53.6%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다리/발이 52.5%이었다.반면에 어깨는 24.6%,목은 18.3%,손/손목/손가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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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팔/팔꿈치는 5.5%로 상지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증
상자의 통증 정도를 보면 모든 부위에서 70% 이상이 중간 통증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
였으며,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다리/발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로는 손/손목/손가락 부위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대상자의 작업관련 특성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를 보
면 평균 53.27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사회심리적 특성을 보면,직무재량도
56.94점,직무요구도 31.56점,사회적 지지 22.74점,군 생활 적응은 63.99점으로 모두
중간 정도이었다.

3.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는,주특기,운동,수면시간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근골격계 유증상자 분포는 박격포가 83.8%
로 기관총 79.1%,소총수 78.7%,기타 64.4% 보다 유증상자가 많았다(χ2=10.950,
p=.012).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 중 근골격계 유증상자는 82.3%로 규칙적
으로 운동하는 대상자에서의 유증상자 75.8%,운동을 안하는 대상자에서의 유증상
자 64.9%보다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였으며(χ2=7.111,p=.029),1일 수면시간이 6시
간 이하인 대상자 중 근골격계 유증상자는 82.8%로 7시간 이상인 대상자 중 유증
상자 71.7%보다 유증상자가 많았다(χ2=8.987,p=.003).

4.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작업관련 특성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
적 노출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근골격계 유증상자가 무증상자에 비해 근골격
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10.850,p=.000).

5.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유증상자가
무증상자에 비해 직무재량도는 낮고(t=-1.989,p=.047),직무요구도는 높으며(t=4.041,
p=.000)사회적 지지는 낮고(t=-2.463,p=.014),군 생활 적응 정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t=-5.177,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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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의 영향요인으로는 운동,수면시간,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군 생활 적응으로 나타났다.즉,운동을 불규칙적으
로 하는 대상자는 운동을 안하는 대상자에 비해 2.96배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높아지며,1일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대상자는 7시간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1.90배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는 1점 증가할수록 1.07배,군 생활 적응정도는 1점 증가
할수록 0.95배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병사들의 근골격계 유증상자는 무증상자 보다 높게
나타났고,특히 허리,다리/발 부위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으며,주특기별로는 박격
포 병사에서 유증상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병사들의 경우 운동을 불규칙적으
로 하고,수면시간이 짧고,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노출 정도가 높고,
군 생활 적응정도가 낮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발생율이 높아진다.따라서 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해서는 주특기를 고려하고,허리와 다리/발 부
위의 증상관리에 초점을 두어 올바른 생체역학에 대한 교육 및 공학적․행위적 중
재를 통해 신체의 부담을 줄여주고,군 생활 적응도를 높여주며,구조화된 운동프
로그램과 수면관리를 포괄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본 연구 도구의 표준화와 근골격계 증상 호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학조사를 위해 설문평가와 함께 이학적 검사를 병행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변수들 간의 인관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영향요인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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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연구에서 배제되었지만 병사들의 근골격계 증상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군장류나 작업환경 또는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훈련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연구
를 위해 다학제간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4)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증상관리를 위한 건

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의 진행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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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강명숙 대위입니다.

본 설문지는 병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교육의 기
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고,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귀하께서 임
무수행 중 느꼈던 대로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개인이나 부대에 어떠한 영향도 끼지치 않을 것
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
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연구자 :대위 강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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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고고고 해해해당당당 번번번호호호 앞앞앞에에에 VVV표표표 또또또는는는 직직직접접접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연 령 :만 세

2.계 급 :□①이 병 □②일 병 □③상 병 □④병 장

3.주특기 :□①소총수 □②기관총 □③박격포 □④통신병
□⑤행정병 □⑥운전병 □⑦취사병

4.체질량지수 : kg/m2 (신 장 : cm/체 중 : kg)

5.흡연여부?
□①현재 흡연함
□②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③비흡연

6.자유시간 중 운동 여부?
□①운동 안함 □②불규칙적임 □③규칙적임(3회 이상/주)

7.평균 수면시간 : 시간

8.아래 질병 중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에 대해 V표 해 주십시오.(((복복복수수수응응응답답답가가가능능능)))
□①류마티스 □②관절염 □③루프스병 □④통풍 □⑤수핵탈출증(허리,목)□⑥해당무

9.과거에 운동 또는 사고(교통사고,넘어짐,추락 등)로 인해 다친 부위에 대해 V표
해 주십시오.(((복복복수수수응응응답답답 가가가능능능)))
□①목 □②어깨 □③팔/팔꿈치 □④손/손목/손가락
□⑤허리 □⑥무릎 □⑦다리/발 □⑧해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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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지난 1년 동안 목,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다리/발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귀하의 군 생활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쑤시는 느낌,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통증부위에 V표하고,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V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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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중중간간간 통통통증증증 :임무수행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심심한한한 통통통증증증 :임무수행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매매우우우 심심심한한한 통통통증증증 :통증 때문에 임무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동동동안안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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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난난난111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에도 이러한
증상이있었습니까?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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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실,군병원치료
□민간의료기관치료
□ 교육,훈련 열외
□ 주특기 변경
□아무치료받지않음
□기타

□ 의무실,군병원치료
□민간의료기관치료
□ 교육,훈련 열외
□ 주특기 변경
□아무치료받지않음
□기타

□ 의무실,군병원치료
□ 민간의료기관치료
□ 교육,훈련 열외
□ 주특기변경
□아무치료받지않음
□기타

□ 의무실,군병원치료
□ 민간의료기관치료
□ 교육,훈련 열외
□ 주특기변경
□아무치료받지않음
□기타

□ 의무실,군병원치료
□ 민간의료기관치료
□ 교육,훈련 열외
□ 주특기 변경
□아무치료받지않음
□기타

□ 의무실,군병원치료
□ 민간의료기관치료
□ 교육,훈련 열외
□ 주특기변경
□아무치료받지않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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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군군군 생생생활활활 중중중 교교교육육육,,,훈훈훈련련련,,,근근근무무무,,,작작작업업업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신신신체체체 자자자세세세나나나 활활활동동동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각각각 문문문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노노노출출출시시시간간간에에에 VVV표표표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임무”,“일”,“작업”은 모두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그그 림림림 문문문 항항항
노노노출출출시시시간간간

전전전혀혀혀
없없없다다다

555시시시간간간
미미미만만만///
주주주

222시시시간간간
미미미만만만///
일일일

222~~~444
시시시간간간///
일일일

444시시시간간간
이이이상상상///
일일일

1.임무수행 중 손이 가슴높이 또는 가슴높이
보다 위에 있다

2.등을 대고 눕거나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손
을 들어 올린 자세로 임무를 수행한다

3.임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개의 쌓아올린 물
건을 한번에 들거나 운반해야 한다

4.임무수행을 위해 취급하고 있는 물체(화기
나 장비,재료 등)에 힘을 가하거나 홱 잡아
당긴다

5.임무수행을 위해 손을 몸의 앞으로 (또는
뒤로)뻗거나,혹은 뻗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임무수행 중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또는 뒤
로 젖힌다

7.전화기나 장비를 목과 어깨 사이에 끼워 놓
고 일한다

8.임무수행 중 손목을 상하 또는 좌우로 구부
린다

9.한번에 10초 이상 길게 물체(화기나 장비,
재료 등)를 들고 있거나 물체에 압력을 가
한다

10.임무수행 중 빨래를 비틀어 짜는 것과 비슷
한 방식의 손동작이 필요하다

11.정상적인 작업을 할 경우 일련의 반복적인
임무나 활동을 수행한다

12.작업대 또는 취급하는 물체가 손바닥/손목/
손가락 표면에 빨간 자국을 남길 정도로 압
력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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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문문문 항항항
노노노출출출시시시간간간

전전전혀혀혀
없없없다다다

555시시시간간간
미미미만만만///
주주주

222시시시간간간
미미미만만만///
일일일

222~~~444
시시시간간간///
일일일

444시시시간간간
이이이상상상///
일일일

13.손(또는 손바닥)을 망치처럼 두드리는 손동작
이 필요하다

14.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손이나 손가락이 차갑
게 된다

15.할당량을 맞추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
른 속도로 임무를 수행한다

16.손과 팔에 진동이 오거나 갑작스런 힘이 전
달되는 도구를 사용한다

17.임무수행 중 반복적으로 물체를 던지는 동작
이 필요하다

18.임무수행 중 드라이버를 돌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랫팔을 비트는 동작이 필요하다

19.부피가 크거나 잡는 힘을 감소시키는 장갑을
착용한다

20.새 병의 마개를 딸 때와 같은 정도의 힘을
주어 힘껏 물체를 잡아당기거나 꽉 집는다

21.임무수행 중 연필을 세게 쥐듯이 물체나 도
구를 쥔다

22.물체를 들어올리거나 옮길 때 허리를 구부리
는 자세를 취한다

23.지속적으로 상체를 비스듬히 굽힌 채로 임무
를 수행한다

24.개인보호 장구류 또는 보호의 착용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한다

25.반복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또는 뒤로)구부
리거나 또는 옆으로 비틀면서 임무를 수행한
다

26.물체를 빠른 속도로 들어올리거나,물체를 들
어올릴 때 몸이 비틀어져 있다

27.서 있거나 앉아있을 때 바닥을 통해 진동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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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문문문 항항항
노노노출출출시시시간간간

전전전혀혀혀
없없없다다다

555시시시간간간
미미미만만만///
주주주

222시시시간간간
미미미만만만///
일일일

222~~~444
시시시간간간///
일일일

444시시시간간간
이이이상상상///
일일일

28.한 손으로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킨다

29.부피가 큰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다룬다(취급
한다)

30.무게가 11kg이상인 물체를 들어올린다

31.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임무를 수행한다

32.지속적으로 이동하거나,양발 또는 한발에 압
력을 가한다

33.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양발이 바닥에 닿지 않
는다

34.임무수행 중 바닥에 서있다
35.컴퓨터 화면이나 작업대 표면에 눈부심이 발
생한다

36.주변의 소음으로 소리를 듣거나 집중하기 힘
들다

37.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바라본다

38.모니터 작업을 하거나 서류 또는 부품 등을
가지고 임무 수행 하는 동안 다른 물체를 확
인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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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군군군생생생활활활 중중중 임임임무무무 내내내용용용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고고고,,,
각각각 문문문항항항별별별로로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느느느낌낌낌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까까까운운운 부부부분분분에에에 VVV표표표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문문문 항항항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2.내 임무는 매우 반복적이다
3.내 임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4.나는 내 임무에 대해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5.내 임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
6.내 임무에 있어 작업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내게는
거의 없다

7.나의 임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
8.나는 내 임무수행의 진행에 관하여 발언권이 크다
9.나만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0.내 임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일이다
11.내 임무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
12.해야 할 임무가 너무 많은 정도는 아니다
13.나는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14.임무수행 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서로 상반되는
요구를 받는 일이 없다

15.나의 상급자는 아랫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6.나의 상급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17.나의 상급자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18.나의 상급자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끔 하는데
능하다

19.나의 전우들은 각자의 주요임무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

20.나의 전우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여 준다
21.나의 전우들은 친절하다
22.나의 전우들은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 66 -

ⅤⅤⅤ...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군군군 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고고고,,,
각각각 문문문항항항별별별로로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느느느낌낌낌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까까까운운운 부부부분분분에에에 VVV표표표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문문문 항항항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은은은
편편편이이이다다다

그그그런런런
편편편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전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랑하다
2.부대업무 외에 틈나는 시간은 나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 보람있게 쓰려고 노력한다

3.요즈음 신체적 건강상태는 아주 좋다
4.전투시 조국을 위해 나는 행정병이나 지원병보다
전투병으로 싸우고 싶다

5.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면 의무 복무기간 이상이라도 연장하여 복무하겠다

6.전투가 발발하면 즉시 참가하겠다
7.전쟁이 일어나 다시 부대배치를 받는다면 보다 전방
부대로 가고 싶다

8.일반적으로 군대에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9.현재 나의 직책은 다른 직책에 비하여 매우 만족
스럽다

10.군대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1.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재미있다
12.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13.만일 나에게 직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

14.솔직히 말해서 나는 군대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본다

15.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요즈음 군대는 매우 잘되어
간다고 본다

16.대체적으로 나는 군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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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항항항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은은은
편편편이이이다다다

그그그런런런
편편편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7.작업,훈련,근무시간 등이 내가 보기에 의미있게
쓰인다고 생각한다

18.우리부대 훈련 정도와 군기상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
19.임무수행 능력 면에서 볼 때 우리 부대 부사관 수
준은 우수하다

20.중대 부사관들 중에 전투 시 같이 편성되어 싸우고
싶은 부사관의 수가 많다.

21.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은 부하에게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22.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은 부하에게 한번 약속했던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23.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참순으로 진급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24.군대가 사병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다

25.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때도
나의 심정은 전혀 괴롭지 않다

26.제대할 때 나의 군대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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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작작작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문문문항항항별별별 분분분포포포
N=509

영역 문 항 M±SD t p유 무

목/어깨

임무수행중손이가슴높이또는가슴높이보다위에있다 1.60±0.50 1.37±0.77 2.608 .009
등을대고눕거나옆으로누운상태에서손을들어올린자
세로임무를수행한다 0.25±0.64 0.14±0.44 2.126 .034

임무수행과정에서여러개의쌓아올린물건을한번에들
거나운반해야한다 1.60±0.94 0.99±0.79 2.625 .000

임무수행을위해취급하고있는물체에힘을가하거나홱
잡아당긴다 1.76±1.01 1.07±0.89 6.506 .000

임무수행을위해손을앞으로(또는뒤로)뻗거나혹은뻗은
상태를유지해야한다 1.64±1.78 1.50±1.04 1.106 .269

임무수행중목을앞으로숙이거나뒤로젖힌다 1.88±1.04 1.36±0.76 4.927 .000
전화기나장비를목과어깨사이에끼워놓고일한다 0.91±1.22 0.44±0.72 3.811 .000
목/어깨의생체역학적노출정도총점 1.38±0.54 0.98±0.40 8.460 .000

손/손목/
팔

임무수행중손목을상하또는좌우로구부린다 1.74±1.11 1.18±0.94 4.836 .000
한번에 10초 이상 길게 물체(화기나 장비,재료 등)에 압
력을 가하거나 들고 있는다 2.22±1.12 1.59±0.99 5.418 .000

임무수행중빨래를비틀어짜는것과비슷한방식의손동
작이필요하다 1.11±0.94 0.86±0.78 2.570 .010

정상적인작업을할경우일련의반복적인임무나활동을
수행한다 2.24±0.98 1.84±0.99 3.809 .000

작업대또는취급하는물체가손바닥/손목/손가락표면
에빨간자국을남길정도로압력을가한다 1.51±1.05 0.91±0.77 5.627 .000

손(또는손바닥)을망치처럼두드리는손동작이필요하다 0.82±0.95 0.48±0.77 3.526 .000
임무를하다보면손이나손가락이차갑게된다 0.98±1.08 0.60±0.87 3.416 .001
할당량을 맞추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임무를 수행한다 2.24±1.04 1.65±1.07 5.272 .000

손과 팔에 진동이 오거나 갑작스런 힘이 전달되는 도구
를 사용한다 1.06±1.08 0.65±0.79 3.751 .000

임무수행중반복적으로물체를던지는동작이필요하다 0.71±0.85 0.39±0.62 3.697 .000
임무수행중드라이버를돌리는것과비슷한방식으로아
래팔을비트는동작이필요하다 1.08±1.04 0.77±0.84 2.875 .004

부피가크거나잡는힘을감소시키는장갑을착용한다 0.57±0.89 0.32±0.52 2.796 .005
새병의마개를딸때와같은정도의힘을주어힘껏물체
를잡아당기거나꽉집는다 1.02±0.21 0.61±0.82 3.798 .000

임무수행중연필을세개쥐듯이물체나도구를쥔다 1.44±1.22 0.95±0.99 3.935 .000
손/손목/팔의생체역학적노출정도총점 1.39±0.58 0.91±0.43 8.41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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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M±SD t p유 무

허리

물체를들어올리거나옮길때허리를구부린다 2.43±1.01 1.52±0.89 8.596 .000
지속적으로상체를비스듬히굽힌채로임무를수행한
다 2.33±1.27 1.70±1.08 5.203 .000
개인보호장구류또는보호의착용이몸을자유롭게움
직일수없게한다 2.22±1.42 1.45±1.29 5.138 .000

반복적으로허리를(앞으로또는뒤로)구부리거나또는
옆으로비틀면서임무를수행한다 2.01±1.26 1.12±0.89 6.689 .000

물체를빠른속도로들어올리거나물체를들어올릴때
몸이비틀어져있다 1.69±1.10 0.86±0.89 7.297 .000

서있거나앉아있을때바닥을통해진동이느껴진다 0.55±0.91 0.15±0.49 4.413 .000

한손으로물체를들어올리거나이동시킨다 2.09±1.00 1.43±0.98 6.100 .000

부피가큰물체를들어올리거나다룬다(취급한다) 1.70±1.10 0.98±1.06 5.758 .000

무게가11kg이상인물체를들어올린다 1.99±1.36 1.29±1.24 5.142 .000

허리부위의 생체역학적노출정도총점 1.17±0.62 1.68±0.65 10.264 .000

다리/발

무릎을꿇거나쪼그려앉아서임무를수행한다 2.20±1.14 1.41±1.01 6.617 .000
지속적으로이동하거나양발또는한발에압력을가한
다 3.05±1.01 2.50±1.16 4.852 .000

의자에앉아있을때양발이바닥에닿지않는다 0.42±0.83 0.23±0.74 2.153 .032

임무수행중단단한바닥에서있다 3.04±0.97 2.57±1.15 4.318 .000

다리/발의 생체역학적노출정도총점 2.18±0.62 1.68±0.65 7.353 .000

머리/눈

컴퓨터화면이나작업대표면에눈부심이발생한다 0.70±1.07 0.42±0.80 2.485 .013

주변의소음으로소리를듣거나집중하기힘들다 1.16±1.23 0.62±0.96 4.239 .000
중요한정보를놓치지않기위해지속적으로모니터를
바라본다 0.70±1.14 0.58±0.98 1.041 .298

모니터작업을하거나서류또는 부품등을가지고임
무수행하는동안 다른물체를확인하기 힘들다 0.57±1.01 0.32±0.78 2.341 .020

머리/눈의 생체역학적노출정도총점 0.78±0.85 0.48±0.63 4.00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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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09

영역 문 항 M±SD t p유 무

심신의
상태

전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랑하다 2.92±.0.73 3.02±0.764-1.151 .239

부대업무 외에 틈나는 시간은 나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 보람있게 쓰려고 노력한다 2.91±0.73 2.95±0.76 -.539 .590

요즈음 신체적 건강상태는 아주 좋다 2.10±0.65 2.77±0.86 -9.042 .000

심신의 상태 총점 2.65±0.46 2.92±0.58 -5.103 .000

임무수행
의지

전투시 조국을 위해 나는 행정병이나 노무자보다 전투
병으로 싸우고 싶다 2.57±0.99 2.80±0.99 -2.150 .032

모든면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의무기간 이상이라도 복무 연장하겠다 1.85±0.92 2.07±0.98 -2.189 .029

전투가 발발하면 즉시 참가하겠다 2.54±1.01 2.68±0.96 -1.259 .208

전쟁이 일어나 다시 부대 배치를 받는다면 보다 전
방 부대로 가고싶다 1.90±0.97 2.11±0.98 -2.023 .044

임무수행 의지 총점 2.22±0.75 2.41±0.77 -2.409 .017

직책과
직무만족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 1.82±0.79 2.09±0.90 -3.058 .002

현재 나의 직책은 다른 직책에 비하여 매우 만족한
다고 본다 2.29±0.96 2.76±0.81 -4.661 .000

군대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의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2.75±0.97 3.06±0.81 -3.050 .002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재미있다 2.15±0.90 2.41±0.86 -2.724 .007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2.57±0.97 3.01±0.79 -4.939 .000

만일 나에게 직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 2.15±1.04 2.61±1.09 -4.068 .000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군대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한다고 본다 2.89±0.73 2.84±0.75 .717 .474

직책과 직무만족 총점 2.38±0.66 2.68±0.58 -4.77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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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M±SD

t p
유 무

군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요즈음 군대는 매우 잘되어
간다고 본다 2.32±0.89 2.52±0.81 -2.294 .030

대체적으로 나는 군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본다 2.31±0.87 2.50±0.88 -1.956 .051

작업,훈련,근무시간 등이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치
않는 일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고 본다 2.24±0.84 2.24±0.80 -.079 .937

우리부대 훈련정도와 군기상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본
다 2.90±0.90 2.92±0.87 -.201 .841

임무수행 능력면에서 볼 때 우리부대 부사관 수준은 매
우 우수하다 2.74±0.90 2.97±0.77 -2.452 .015

중대 부사관들 중에는 전투시 같이 편성되어 싸우고
싶은 부사관 수는 많다 2.51±0.91 2.70±0.89 -1.991 .047

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이 부하에게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2.57±0.82 2.79±0.77 -2.526 .012

우리 중대의 모든 장교들이 부하에게 한번 약속했던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2.42±0.81 2.66±0.79 -2.762 .006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참순으로 진급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3.02±0.82 3.13±0.68 -1.212 .226

군대가 사병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2.08±0.88 2.43±0.85 -3.715 .000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때도 나의
심정은 전혀 괴롭지 않았다 1.63±0.78 1.90±0.76 -3.217 .001

제대할 때 나의 군대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을 것이다 2.49±0.91 2.79±0.95 -3.039 .002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총점 2.44±0.48 2.63±0.46 -3.889 .000



- 72 -

AAABBBSSSTTTRRRAAACCCTTT

RRReeelllaaatttiiiooonnnsssooofffmmmuuussscccuuulllooossskkkeeellleeetttaaalllsssyyymmmppptttooommm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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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MyungSuk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descriptivecorrelationalstudywasdonetoinvestigatetherelationshipof
musculoskeletalsymptoms,work-relatedfactors,andsociopsychologicalfactorsof
peopleinthemilitary,inordertoproducefundamentaldatafordevelopinghealth
improvementprogramstopreventandmanagemusculoskeletaldiseasesinsoldiers.

Theparticipantswere509soldierswhomatchedthestudycriterion,outofa
total627 from 2 battalions in Gyeonggi-do Province.The sample was a
conveniencesample.TheinstrumentswereKOSHA CODEH-30from theKorea
OccupationalSafety& HealthAgency(2003),whichisameasureofhazardous
load workin themusculoskeletalsystem,theJobRequirementsand Physical
Demands(JRPD) scale to measure biomechanicalexposure,the Job Content
QuestionnairebyKarasek's(1985)tomeasuredecisionlatitude,jobdemand,and
socialsupport,translatedandback-retranslatedbySung-ilJo,etal.(2001),andthe
militarylifeadjustmentsmeasurementtool by Stauffer (1949),translated by
Yun-heeLee(1963)andadaptedforKoreansbyTae-suShin(1981).Thedata
werecollectedfrom October9to12,2006usingastructuredquestionnair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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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processedusingtheSPSS12.0Window program.

Theresultsareasfollows:
1.Among participants,78.2% had symptomsofmusculoskeletaldisordersin
morethanonepartofthebody.Themostfrequentlocationwasthelowerback
53.6%,followed bylegs/feet,52.5%.Seventypercentreportedpaingreaterthan
moderateforalllocations.
2.Comparing musculoskeletalsymptomsand generalcharacteristicsofthe

participants,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werefoundformilitaryoccupation
specialities(MOS),exercise,andsleeptime.Forparticipantswithmusculoskeletal
symptoms,itwas found that83.8% ofmortarsoldiersshowed symptoms,
followedby79.1% formachinegunsoldiers,and78.7% forriflesoldiers(χ2=10.950,
p=.012).Ofparticipants who exercised irregularly,82.3% indicated symptoms,
significantlyhigherthanthe75.8% forthosewhoexercisedregularlyand64.9% for
thosewhodidnoexercise(χ2=7.111,p=.029).Ofparticipantswhosleptlessthan6
hoursaday,82.8% showed symptoms,significantlyhigherthanthe71.7% for
thosewhosleptmorethan7hoursaday(χ2=8.987,p=.003).
3.Therelationshipbetweenthemusculoskeletalsymptoms,work-relatedfactors,
and sociopsychologicalfactors,in participantswith symptomsindicated greater
biomechanicalexposurerelatedtomusculoskeletaldiseasesthanforthosewith
nosymptoms(t=10.850,p=.000),thosewithsymptomsreportedalowerdecision
latitude(t=-1.989,p=.047),a higher job demand(t=4.041,p=.000),lower social
support(t=-2.463,p=.014),and loweradjustmentto military life(t=-5.177,p=.000)
thanthosewithnosymptoms.
4.Factors affecting musculoskeletalsymptoms were exercise,sleep time,

biomechanicalexposurerelated to musculoskeletaldiseases,and military life
adjustments.Theresultsshowedthatsoldierswhoexercisedirregularlyhada
2.96timeshigherincidenceofsymptomsthanthosewhodidnotexercis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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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swhosleptfewerthan6hoursadayhada1.90timeshigherincidence
thanthosewhosleptmorethan7hoursaday.Moreovera1pointincrease
degreeofbiomechanicalexposureresultedin1.07timesincreaseinincidence
ofsymptoms,anda1pointincreaseinadjustmentmilitaryliferesultedin0.95
timesincreaseinincidenceofsymptoms.

Thus,forpreventionandmanagementofmusculoskeletaldiseasesinsoldiers,
developofahealthimprovementprogram isnecessary.Theprogram should
givenconsiderationtoindividualmilitaryspecialities,shouldprovideeducation
on accurate biomechanics to lower physicalburden,and should include
technologicalandbehavioralinterventionsthatfocusonmanagementoflower
backandleg/footsymptoms,adjustmenttomilitarylife,andstructuredexercise
programsandsleepmanagement.

KeyWords:Soldiers,Musculoskeletalsymptoms,Work-relatedfactors,Sociopsychological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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