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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호호호텔텔텔 종종종사사사자자자들들들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완완완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맞맞맞춤춤춤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는 호텔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정도를 조사하고,증상
특성과 작업특성에 맞는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실제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유
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이다.

연구대상은 일개 호텔에 소속된 종사자 280명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구조화
된 설문지로 근골격계 증상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예방관리가 필요한 부서를 선
정하였으며 최종 연구 대상은 실험군 16명과 업무의 성격이 비슷하면서 실험의
확산효과 가능성이 적은 부서의 대조군 16명이었다.맞춤 운동프로그램을 2006년
10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6주간 매일 2회 10분씩 직접 지도하면서 운동프로그
램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담 및 SM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행동변화
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연구도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기준을 근거로 한국산업안전

공단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증상조사표를 바탕으
로 김정애(2001)가 근로자 근골격계 통증의 자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되었
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동질성 검증은

Fisher'sexacttest와 t-test로 분석하였고 근골격계 증상완화 운동프로그램 실시
에 따른 효과 분석은 McNemartest,pairedt-test,t-test로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전체 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80.4%였으며,신체 부위별 증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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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어깨(20.75%),허리(19.81%),다리/무릎(17.75%),목(14.02%),발/발목/발가락
(13.08%),손/손목/손가락(11.03%),팔/팔꿈치(3.55%)순으로 높았다.대상자 가운데
우선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실험부서의 증상 유병률은 89.2%로 NIOSH 진단기준에
의한 자각증상 호소율은 어깨 87.5%,발/발목/발가락 81.3%,다리/무릎 68.8%,허
리 62.5%,손/손목/손가락 50.0%,목 43.8%,팔/팔꿈치 25%의 순이었다.

2.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골격계 관련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증상지속기간
(p=.003)과 증상빈도(p=.000)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발,발목,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자각 증상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어깨부위(p=.004)와 손,손목,손가락(p=.008)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대조군에서 신체 각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 호소율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4.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 근골격계 증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대조군
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실험군은 증상지속기간이 4.06에서 2.38로,증상강도는
5.38에서 3.4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증상빈도는 실험군은 3.75에서 2.94로 감소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맞춤 운동프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하였다.따라서 대상자의 증상특성과 작업특성에 맞는 맞춤
운동프로그램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중재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핵심 되는 말 :근골격계 증상,맞춤 운동프로그램,호텔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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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산업 구조와 변화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work-relatedmusculoskeletaldisorders,WMSDs)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직업병 중의 하나로,사업주의 예방의무가 법제화되면서 근골격계질환이
사업장 건강관리에 있어서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이란 작업과 관련되어 외부의 스트레스가 점진적으로 신체에 누
적되어 목,어깨,팔,손,허리,다리 등의 신경,근육,건 및 건초 등에 이상감각,
결린 증상 혹은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는 질병이다(Putz-Anderson,1988;Haleset
al.,1994;박병찬 등,2003).
노동부의 재해통계보고에 따르면 국내의 근골격계질환 보고 건수는 1996년 한

국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경견완 장애 집단발생 66명 산재승인을 계기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MonetaryFund)이라는 특수한 경
제적 상황에서 기업규제 완화 등의 요인으로 감소하는 듯한 추세를 보였으나,경
기회복과 함께 1999년 344건,2000년 1,009건,2001년 1,598건,2002년 1,827건,
2003년 4,532건,2004년 4,112건,2005년 2,90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해 산업재해자수가 29.5% 감소하였다.정부는 그 원인을 2003년부터 시행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조치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노동부,2006).
근골격계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완전히 제 기능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

고 그 기간에 작업손실 등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숙영 등,2003).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2002.12),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2003.7.12)을 전면 개정하여,2003년 7월부터 "근골격계 부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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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신설하고 유해요인조사,작업환경개선,의학적 조
치,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을 의무화 하
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좀 더 강력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여기서 적절한
의학적 조치란 스트레칭,운동처방 및 테이핑 등의 자체적인 조치와 부위고정,물
리치료,주사요법,근무 중 치료 및 해당 신체부위 휴식(근로 금지,제한,작업 전
환)등을 말한다(김현욱,2004).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성 국제전화 교환원(박정일,조경

환,이승한,1989)을 대상으로 경견완 장애에 대한 연구 시작이 시발점으로 중공
업,조선업,자동차업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각성이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우
리나라보다 먼저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정착시킨 미국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호텔과 요식업종에 대해 근골격계 위험요소가 전 산업에 걸쳐 두 번째로 높은 위
험에 노출되어있다고 하였으며(OSHA,2005),우리나라도 근골격계질환 현황에 대
한 대분류 업종에서 음식 및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의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있다(노동부,2005).이처럼 발생 범위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
자,호텔 및 택배와 같은 서비스업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계에 걸
쳐 있으며,제조업뿐 아니라 기타 산업에서도 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호텔의 경우 반복성,과도한 힘,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정적 자세 등과 같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한국산업안전공단,2006),주로
고객위주로 모든 작업이 수행됨으로 작업자의 육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
업장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가장 많은 건강문제 중 하나인 근골격계 건강관리는 산업장 보건관

리자가 관리해야 할 중요한 건강문제이며 작업 특성 상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
성이 높은 호텔 작업장에서의 근골격계 건강관리 또한 그 우선순위가 높다.특히,
호텔종사자들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차
적으로 호텔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 정도를 파악하고,근골격계 문제를 사정
한 후,이를 기초로 우선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을 대
상으로 근로자들의 요구도에 맞는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운동전문가와 함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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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한 후 운동 전과 후의 근골격계 증상 특성변화를 비교하여 효용성을 평가하
므로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근골격계질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근골격계 증상 완화,근골격계 질환자의 감소를 위하여 호텔 종사자들

의 작업 특성,증상특성을 고려한 일개 부서의 맞춤식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작업장에서 수행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호텔업 종사자에게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적용
하여 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마
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호텔업 종사자의 근골격계 증상정도를 파악한다.
2)근골격계 증상 완화를 위한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발한다.
3)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근골격계 증상 특성 변화와 신체부위별 자
각 증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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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Institute for OccupationalSafety and
Health〔 NIOSH 〕,1997)의 기준에 의거하여 목,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
락,허리,다리/발에 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함,화끈거리는 느낌,무감각,찌릿찌
릿함 등의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있으며,관련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난
1년 동안 1달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본 연구에서는 크게 7가지(목,
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다리/무릎,발/발목/발가락)근골격계 증상
에 대한 특성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22)))맞맞맞춤춤춤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하고자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작업특성 및
일반특성을 조사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
가 운동처방사와 함께 재설계한 맞춤프로그램을 말한다.작업특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체조(2003)과 관리감독자를 위한 스트레칭(2003),밥 앤더슨(2003)의 스트레칭 체
조 등을 참조해서 누구든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서에 맞게 만든 운동프로그
램이다.
근골격계 증상 완화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운동 처방사 2인과 함께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것으로 6주 동안 하루 2회 이상 1회 10분간 실시하는 운
동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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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근근근로로로자자자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근골격계질환은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목,어깨,팔,팔꿈치,손목,손등의 신경,건,근육 및 그 주변조직에 나타나는 질
환을 말하며,여기서 단순반복작업이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 형태를 말한다(노동부고시2000-72
호).근골격계질환은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지속되는 상지의 관절 부위
(목,어깨,팔꿈치 및 손목)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한 느낌,
뜨거운 느낌,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한 느낌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지칭하였고
(NIOSH,1990;Halesetal,1994),1997년에는 신체의 신경,건,근육,지지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근골격계질환으로 정의하였다(NIOSH,1997).
근골격계질환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1713년 Ramazinni에 의

해 기술되었으나(대한산업의학회,2002),1960년 공식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였다.우리나라는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
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한 요통과 신체에 과도
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으로 분류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①항 별표1),1996년부터 산업재해통계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매년 국
내의 근골격계질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2003년 이미 4천명을 넘어 전
체 산업재해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으
로 대두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앞으로의 근골격계질환 변화를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예측해보고자 한다.미국의 ‘OSHA 200Logs’에 의해
집계된 직업병 통계(사기업 대상)를 보면 2000년에 1일 이상의 작업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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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골격계 질환자는 총 577,800건으로 전체 상해 및 질병건수의 34.7%를 차지하
고 있다.또한 업종별 발생현황을 비교해보면 외국에서는 운수노동자,병원노동자,
건설노동자,서비스직 노동자의 발생율이 높다.우리나라의 경우 금속,화학 등 제
조업에서만 7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근골격계질
환자 수가 10배 이상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며 보다 다양한 업종별 특히 이미
외국에서 근골격계 발생율이 높은 업종으로 조사된 바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임상혁,2004).
국내의 근골격계질환 연구를 보면,근골격계질환 호소자들의 자각증상을 중심

으로 한 많은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이원진 등,1992;김양옥 등,1995;차봉석 등,
1996;임상혁 등,1997;임현술 등,1999;Punnett등,2000;채홍재 등,2002;박병
찬 등,2003;김종은 등,2003),이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의 주제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과 유해요인을 파악한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방법을 제시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또한 호텔업
종사자들을 위한 연구는 호텔 조리사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자각증상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안태훈,2005)외 전반적인 호텔 종사자들을 위한 선행연구는 거
의 없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기전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반복되는 동작이

나 스트레스가 조직의 미세 외상(microtrauma)을 유발하고,이러한 급성 염증 반
응이 조직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반복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염
증상태가 지속되면 건,건막,관절 등에 만성 섬유화,칼슘 침착,섬유성 결절 형
성,신경압박 등을 일으키게 된다(Snooketal,1998).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아주 다양하며 작업특성과 관계되는 반복

적인 작업,과도한 힘의 사용,부적합한 작업 자세,진동,저온,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등 신체부위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사회
심리적 특성,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룡 2004,허경화 2003,Hoogendoorn2000,U.S.Departmentof
HealthandHumanServices1997).
근골격계질환은 조기 발견,조기 치료가 늦어지면 만성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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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Erdil& Dickerson,1997)작업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업장에서
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차봉석 등,1996;김종은 등,
2003).

222...근근근로로로자자자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WHO는 작업관련질환(WorkRelatedDisease)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
요인과 사회 심리적 요인,작업장의 조직적 요인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지적하고
있으며(Hoogendoorn,2000),우리나라에서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을 인구사회
학적 요인,사회심리적인 요인,작업 활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변수는 연

령이었고 다음이 결혼여부,학력,성별 순이었다.그 외 일반적 특성으로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 지수가 많이 사용되었고 가사노동,가족 수 등도 관련변수
로 분석되었다.건강행위관련 변수는 운동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흡연,음주 순
이었다(김숙영,2003).
둘째,사회심리적인 요인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는데 사회 심리적

특성과 육체적 부담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는 없지만,단조로운 업무,높은 업무량,시간 압박,낮은 사회적 지지,낮은 직무
만족 등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Bongers1993,Harkness2003,
Hoogendoorn2000).국내 연구에서도 직무의 단순성,직무 구분의 모호성,직무의
자율성 부재,낮은 사회적 지지,직무요구도 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종은 2003,김태수 2003,김형
렬 2003,이준석 2001,정진주 2001,한상환 2003,한현미 2003,허경화 2003).
셋째,작업 활동과 관련된 요인은 한국산업안전공단(2003)에서 제시하는 근골

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작업방법,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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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과도한 힘,접
촉 스트레스,진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작업요인 중에는 근무경력에 관한 변수
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1일 근무시간,작업공정,작업유형,업종,작업도구 순이었
다(김숙영,2003).NIOSH(1997)에서 진행된 역학논문의 기준을 정한 다음 질을 평
가 한 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과 신체부위와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각 신체부위별로 관련성을 보면 팔/손목/손은 반복작업,무리
한 힘,부적절한 작업 자세,허리부위는 들기/힘든 육체작업,전신진동이 더 큰 영
향을 주는 위험요인이었다.국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자로 인정된 807명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연구(이영석,2001)에서 질환발생 관련요인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
요인이 있는 자가 718명(89.0%),반복 작업요인 514명(63.7%),무리한 힘 요인 428
명(53.0%),진동요인 53명(6.6%),신체접촉요인 9명(1.1%)으로 부적절한 작업 자세
요인이 가장 많았지만,반복 작업요인과 무리한 힘 요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
해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질환자의 발생부위별 관련요인의
관련성은 허리부위 질환자가 반복 작업요인(운전 및 선 자세의 반복 작업),부적
절한 작업자세요인(쪼그려 앉는 자세),무리한 힘 요인(들기 작업,밀기/당기기 작
업),진동 작업요인(전신진동)에서 다른 부위질환보다 더 영향이 있었으며,목/어
깨부위 질환자는 반복 작업요인(같은 동작의 반복 작업,키보드 및 마우스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요인(뻗치는 자세,비트는 자세)에서 다른 부위질환보다 더 영
향이 있었다.팔/손목/손부위 질환자는 반복 작업요인(같은 동작 반복 작업),부적
절한 작업자세요인(뻗치는 자세,비트는 자세),무리한 힘 요인(집기/잡기 작업),
신체접촉요인,진동요인(국소 진동작업)에서 다른 부위질환보다 더 영향이 있었으
며,부위 질환자는 부적절한 작업자세요인(쪼그려 앉는 자세),신체접촉요인에서
다른 부위 질환보다 더 영향이 있었다.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대책
으로 근로자에게 올바른 작업 자세 유지 및 재해발생 관련요인을 주지시키는 안
전보건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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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완완완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운동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방식의 하나로서 식이 조절,금연,금주,체중조
절,스트레스 관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매우 중
요하다고 알려져 있다(Pender,1996).U.S.DepartmentofHealthandHuman
Services(1977)의 보고서에 의하면 운동과 근골격계질환은 "원인과 효과(cause
andeffect)"보다 더욱 복잡한 관계라고 설명했다.신체적 활동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상해를 입기 쉽다는 것이다.
선행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천용회(1995)에 의하면 요통환자들에서 작업

전환을 시행한 군의 개선 효과가 91.2%로 가장 높았고,운동요법 82.8%,중량물
작업 회피 63.4%,치료 63.2% 순으로 효과를 보였다.최순석(1998)의 연구에서는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VDT 취급 여성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 운동요
법을 실시한 16명과 견관절 운동요법을 실시한 16명으로 나누어 하루 5분씩 10분
간 2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여,3개월 후 견관절 통증척도에서 일반 운동요법군
은 치료 전이 3.88±0.87,후가 3.86±0.7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견관절 운동요법군에서는 치료 전이 3.94±0.85,후가 2.88±0.50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견관절 기능장애에 있어 견관절 운동요법
의 효과는 권장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이 연구에서 견관절 운동요법은 산업의학
전문의의 지도하에 환측 견관절의 상지의 전진,후진,원회전 운동 등의 진자운동
과 옆으로 누워하는 견관절 강화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김종두
(1999)는 요통을 주소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에게는
스트레칭 운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스트레칭 운동을 치료의 일부로 인
식하고 따라주도록 했으며,대조군은 통상적인 치료,즉 전기치료,열치료,견인치
료,기타 보존치료만을 한 후 통증감소를 비교하여 스트레칭의 효과를 알아보았는
데,지속적인 회복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여기에서는 허리의 안
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을 Kawakami의 방법에 따라 스트레칭 운동을 연구
하였다.손명호(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경견완 장애 호소자를 대상으로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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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통증치료 중심으로 나중에는 스트레칭 체조
위주로 치료를 실시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제시하였고,운동요법,요통학
교 및 물리치료 등의 조치는 근골격계 통증과 증상을 감소시키고 복귀에 효과가
있으며,특히 운동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NationalResearch
Council,,1999;채홍재 등,2002),김태수(2003),정진주(2001)에서도 규칙적으로 운
동,스트레칭 실시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김종균(2002)은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 전장부품을 조립생산 하는 업체의 생산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
로 목 또는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에 통증이 있으면서 4주 동안 주 5회,1회
5분씩 규칙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한 실험군과 목 또는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통증이 있으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하여 스
트레칭 운동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기 전보다 4주간 스트
레칭 운동을 실시한 실험군의 통증 정도가 1차 설문시의 대조군보다 심한 통증이
2차 설문시 대조군보다 호전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윤
정(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제조업체의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에게 운동프로그
램 실시 전,후의 대상자의 통증,악력,유연성,스트레스,혈압을 측정하여 변화를
비교한 결과,12주간 산업안전관리공단(1998)에서 제작한 3분으로 구성된 직장인
을 위한 건강체조로 매일 2회 구성된 운동프로그램은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한
통증척도의 변화에서는 목 통증을 제외한 어깨,팔,팔꿈치의 통증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악력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근력이
증진되었다.유연성은 증가됨을 보였지만,그 외 스트레스 점수와 혈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박병찬(2003)은 조선업종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된 위
험요인 분석에서 근골격계 증상 양성률이 운동을 실시한 경우와 안 한경우의 비
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여주면서 이는 근골격계질환에 도움을 주는 운동을 실시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동 실시 여부를 파악하여 두 군을 비교
한 것으로 운동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으며,효과적인 운
동 방법에 대한 보급과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전자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
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김기양(2005)은 11주 동안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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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체조(2003)와 관리감독자를 위한 스트레칭(2003),밥 앤
더슨(2003)의 스트레칭 체조를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운동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교육과 스트레칭을 실시하였다.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 NIOSH 진단기준에 의한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자각 증상 호소율은 어깨 48.0%에서 43.2%,팔/손목/손
가락 40.8%에서 36.6%,등/허리 39.6%에서 42.0%,다리/무릎/발 32.6%에서 26.6%,
목 27.8%에서 27.8%로 변화하였으나,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박정식
(2005)의 연구에서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치료 받는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
군과 대조군의 최대근력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운동처방에 의한 운동요법이 근골
격계질환의 근력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운동처방으로 실험군 누적
외상병 대상자에게는 하루에 2번(오전,오후)상지 운동요법을 2회,몸통 운동요법
을 1회,하지 운동요법을 1회 행하게 하고 요통대상자에게는 하루에 2번(오전,오
후)상지 운동요법을 1회,몸통 운동요법을 2회,하지 운동요법을 2회 행하게 한
후 각각 2주,4주,6주,8주 간격으로 FitnessMachine을 이용하여 시간경과에 따
른 최대근력을 측정해 비교해 보았다.누적 외상병 대상자 중 실험군에서는 약
52% 정도,대조군에서는 약 40% 정도의 근력 증가를 나타냈으며,요통대상자는
실험군 약 20%,대조군 약 18% 정도의 근력 증가를 나타내었다.이 연구에서는
운동요법에 대한 운동부하를 EMG로 측정하여 단계별 운동요법을 제시하였고 운
동처방에 의한 운동요법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근력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윤자경(2005)의 연구에서 사무직 중년여성의 양측성 상지 근골격
계 질환자에게 탄성밴드운동을 강도별로 8주간 주 4회,1회 35-40분간 실시하여
견관절의 주관적 통증을 비교하여 보았더니 강도에 따른 그룹간 비교에서 운동
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 후에는 고강도 탄성밴드운동(blueband;REP15～
16)이 중강도 탄성밴드운동(redband;REP11～12)보다 0.75유의하게(p<.05)감소
하여 근골격계질환자의 통증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이는 국외
Bang과 Deyle(2000)의 연구에서도 어깨 충돌증후군 환자에게 탄성밴드운동을 3주
간,주 2회 실시한 결과,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결과와 비
슷하였다.탄성밴드운동은 저항운동의 하나로서 근력강화를 도모하는 바 근 수축
력을 강하게 하며 혈류의 공급을 회복시켜 축적된 부산물을 제거하게 되어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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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통증 수용기 자극을 감소시켜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
자경,2005).
김보경(2004,2005)의 연구에서는 중소규모사업장에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

위험군과 고 위험군을 선정하여 12주간 하루 5회 이상 한국산업안전공단(2003)이
제시한 신체 각 부위별 스트레칭 기법을 총 3분간 실시하였더니,저 위험군의 대
조군에서는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중재군은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신체부위별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이는 운동 실시 전 중
재군에게 배부되었던 기록표를 운동 실시 후 검토해 본 결과 중재군의 80%이상
이 제공된 운동방법에 의해 12주간 스트레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결과적
으로 운동의 효과로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위험군의
경우는 대조군에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팔과 팔꿈치 부위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는데,이는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로서 부적절한 작
업 자세와 반복적인 작업 및 부족한 휴식시간 그리고 운동부족으로 인해 지속적
으로 누적되어 발생된 결과로 보인다.중재군에서는 허리부위만 유의하게 감소하
였는데,허리부위의 증상 호소자의 경우 다른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들보다
스트레칭 방법에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호응도가 높았던 결과로 나타내었다.또한
고 위험군의 중재군은 60%정도만이 제공된 방법에 의해 스트레칭을 실시한 문제
점을 가지고 있었으며,결과적으로 저 위험군에서는 고 위험군보다 운동프로그램
의 효과가 높으며 고 위험군에서 대조군은 증상의 변화가 오히려 악화로 진행하
였으나 중재군에서 허리에 증상이 호전되는 소견을 보인바 운동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근골격계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업특성과 일반특성의 위
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운동은 대개의 경우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결과가 모두 유의하게 명확한 결론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따라서 각 사업장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
한 즉 호텔 종사자들의 작업특성별,신체증상부위별 맞춤식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해 보는 본 연구는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자를 위해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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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부분에 따라 호텔업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유무를 조사하고 증
상 중등도를 구분한 조사연구와,부서별 증상 요구도에 따라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Non-Equivalentcontrolgrouppre-posttestdesign)을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로
이루어졌다.

222...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및및및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111)))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조조조사사사

호텔업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일개 호텔에 소속
된 전체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협력업체 소속직원을 제외한
280명(2006년 9월 기준)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이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25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하여 근골격계 유 증상 자를 확인하였다.

222)))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질질질환환환의의의 중중중점점점관관관리리리가가가 필필필요요요한한한 부부부서서서 선선선정정정

근골격계 예방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의 선정은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근골격계질환 증상의 설문(증상지속기간,증상빈도,증상강도 등),작업특성 및 일반
특성을 통해 선정하였으며,선정된 실험부서에서 증상특성요인 중 증상지속기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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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빈도,증상강도 중 두 가지 요인이 평균척도 이상(10점 척도인 경우는 5점 이상,
5점 척도인 경우 3점 이상)인 경우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333)))맞맞맞춤춤춤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우선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실험부서의 근골격계 증상 통
증 부위를 분석하여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근로자들의 요구도에 맞는
맞춤 운동프로그램은 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체조(2003),
관리감독자를 위한 스트레칭(2003)과 사업장 스트레칭 지도요원 실무교육자료
(2006),밥 앤더슨(2003)의 스트레칭 체조 등을 참조해서 실험부서에 효과적인 맞
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운동 처방사 2인과 함께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부록2>하였다.
한 동작은 15초 정도의 시간으로 구령에 맞추어 실시하였고,목 운동을 시작으

로 하여 다리 운동까지 좌,우로 실시한다.실험부서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호소율이 어깨>발,발목,발가락>다리,무릎>허리>손,손목,손가락>목>
팔,팔꿈치 순으로 어깨가 87.5%로 가장 아픈 부위로 조사되어,어깨 부위는 2회
반복실시(집에서도 할 수 있는 어깨를 위한 운동도 하루 2회 이상)지속적으로 운
동할 수 있도록 하며,작업특성이 서서 음식의 서빙 작업을 하는 것으로 1.5kg이
상의 ovaltray를 1일 4시간이상의 작업빈도를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손목 스트레
칭과 허리,다리,종아리 운동을 2회 반복 실시하고,집에서도 틈틈이 할 수 있는
허리 운동을 격려하였다.

444)))맞맞맞춤춤춤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적적적용용용

일차적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설명,
증상,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1시간 동안 강의식으로 교
육을 진행하였다.
실험부서 대상자에게는 맞춤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시하고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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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매일 2회 10분씩 연구자가 순회하여 직접 시범하고 지도하였으며,부서별 담
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운동여부를 확인하였다.실험군에게는 개인별 맞춤으로
상담 및 운동프로그램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인쇄하여 제공하였으며,
운동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확인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면담 및 SMS문자메
시지 등 주 2회 수행함으로써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동 변
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555)))맞맞맞춤춤춤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평평평가가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6주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배포,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고,수집된 자료를
SPSS의 전산통계 처리기법을 사용하여 증상 호소율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맞
춤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설문의 내용은 6주간 운동 실시 후
근골격계 증상특성 변화와 신체부위별 자각증상의 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33...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대상자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부서별로 진행을 계획하였다.근골격계 예
방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로 Restaurant을 실험군으로 정하고,업무의 성
격이 비슷하면서 실험의 확산효과 가능성이 적은 부서인 Regency club과
Banquetservice를 대조군 부서로 정하였다.대조군에 속한 대상자들은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교육받지 않고 분리된 작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연구 참여에 동
의한 대상자들 중에서 실험군 20명,대조군 2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실험 진행도
중 퇴사자,부서 변동자,실험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사람,프로그램 실시 기간
동안 다른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로 최종 분석 대상은 실험군 16명,대조
군 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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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통한 진단은 질병이 상당히 진행
한 이후이고,초기에 알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으로 대부분
통증으로 나타나며,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나이,가정,교육,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Elton,1979).이에 근거하여 맞춤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헌 검색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먼저 근골격계질

환 증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
해요인조사 지침의 증상조사표를 바탕으로,김정애(2001)의 근로자 근골격계 통증
의 자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되었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 관련증상과 작업특성 및 일반특성 등이 포함되

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근골격계 증상의 설문은 신체의 목,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
다리/무릎,발/발목/발가락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증상지속기간과 증상빈도를 5
점 척도로,증상강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지속
기간이 길고,증상빈도가 잦으며,증상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IOSH에서는 근골격계 장애를 적어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관절부위에서 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한 느낌,무감각 또는 찌릿
찌릿한 느낌 중 하나이상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는데(Hales등,1994),
이 기준에서는 지속기간과 빈도만을 고려하고 자각증상의 강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선별기준의 타당도에 대한 과거의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NIOSH의 기
준은 민감도는 높지만 특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반해 김수근
(1998)은 증상의 지속기간,빈도,강도의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경우 모든 신체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민감도,특이도,양성예측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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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과 비교하여 더 좋았다고 보고되고 있다.따라서 근골격계의 증상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장애에 대한 절대표준이 없는 관계로 보
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IOSH 기준과 증상의 지속기간,빈도,강도의 방법
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분석해보았다.
김정애(2001)의 근로자 근골격계 통증의 자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 건설

현장 근로자 365명을 대상으로 통증 평정지수의 신뢰도 및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
한 Kappa일치율은 통증의 강도 0.88,통증의 지속성 0.84,횟수 0.89였으며,검사
재검사의 통증지수 일치율은 0.975(p<0.01)로 높았고 통증지수 및 시각적 상사 척
도 등의 상관성을 보기 위한 Pearson의 상관계수는 0.603(p<0.01)로 높았다.

2)작업특성은 작업부하,작업빈도,작업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다.작업부하와
빈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그 외 근무기간과 휴식시간 등을 조사하였다.따
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의 부하가 심하고,작업빈도가 잦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일반특성은 나이,성별,결혼 여부,키,체중 등을 조사하였고,건강행태와
관련된 사항으로 규칙적인 운동의 여부,근골격계와 관련된 개인질병,사고 등과
스트레스의 경우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6주간 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차 설문지를 배포하
여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는데,이 설문내용에는 근골격계 증상 특성 변
화와 신체부위별 자각 증상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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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12.0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대상자의 특성과 연구 변수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은 Fisher’sexacttest와 t-test로 검정하
였다.

셋째,근골격계 질환 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효과 분석은,맞춤 운동프
로그램을 실시한 군과 실시하지 않은 군 각각에서 전,후의 신체 부위별 근골
격 계질환 자각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McNemartest를 실시하였다.맞춤 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증상특성(증상지속기간,증상빈도,증상 강도)변화는
pairedt-test로,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른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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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정정정도도도 분분분석석석

국내 일개 호텔에 소속된 전체 종사원(협력업체 소속직원을 제외)중 설문조사
에 응답한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함으로써 근골격계 유 증상 자를 확인
하였다.총 설문 응답자 225명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하고 80.4% 대상자들이 근골격
계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신체부위별 호소율
의 분포를 보면,중복 체크를 포함하고 무응답을 제외한 설문지 분석결과는 <표
1>과 같았다.전체적으로 어깨의 호소율이 20.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허리
20.07%,다리/무릎 20.07%,목 14.13%,발/발목/발가락 13.01%,손/손목/손가락
10.97%,팔/팔꿈치 3.53%의 순서로 자각적 증상 호소율을 나타내었으며,신체 부
위별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관련 위험요인과의 관련성(NIOSH,1997)을 뒷받침 할
수 있었다.

<표1>NIOSH 진단기준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n=221

근골격계 증상부위 유 증상 n (%) (중복 체크를 포함)

목 76 (14.13)
어깨 111 (20.63)
팔 /팔꿈치 19 (3.53)
손 /손목/손가락 59 (10.97)
허리 108 (20.07)
다리 /무릎 95 (20.07)
발 /발목/발가락 7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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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근골격계 증상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실험부서로 선정한
Restaurant의 증상특성은 89.2%의 근골격계 증상률을 가지고,NIOSH 진단기준
에 의한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호소율은 어깨 87.5%,발/발목/발가
락 81.3%,다리/무릎 68.8%,허리 62.5%,손/손목/손가락 50.0%,목 43.8%,팔/팔
꿈치 25%의 순서로 통증부위를 호소하였다.작업특성의 경우는 음식 주문 및 서
빙 작업을 하는 고객접대 서비스를 행함으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으
로 긴장으로 인한 신체의 부담감이 가중되며 또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며,
ovaltray운반,서빙 작업이 근로자들이 느끼는 힘듬의 작업강도에 해당하였으며,
1일 4시간이상의 작업빈도를 가졌다.일반특성에서는 스트레스를 10점 척도로 조
사한 결과 평균 6.6으로 나타났으며,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은 30분 이하로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실험군에게 부서별 맞춤 운동프
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시켰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Fisher’sexacttest와 t-test로 검정하였으
며,통계적 유의수준 � =0.05로 설정하였다.

111)))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두 군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연령,결혼 상태,교육
수준,BMI(BodyMassIndex,신체질량지수),음주와 흡연 상태,근무기간,근골격
계와 관련된 사고와 개인 질병 유무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표2>과 같았다.
근골격계와 관련된 개인질병의 진단은 없었으며 그 외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 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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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특 성 구 분
실험군(n=16)대조군(n=16)

χ² p
n(%)

성별 남
여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결혼상태 미혼
기혼

교육수준 대졸이하
대학원졸이상

BMI <25
≥ 25

음주상태 예
아니오

흡연상태 예
아니오

근무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근골격계 관련 예
사고유무 아니오

2(12.5%) 7(43.8%) 3.865 0.113
14(87.5%) 9(56.3%)

15(93.8%) 12(75.0%) 2.133 0.333
1(6.3%) 4(25.0%)

16(100.0%) 14(87.5%) 2.133 0.484
0(0%) 2(12.5%)

16(100.0%) 14(87.5%) 2.133 0.484
0(0%) 2(12.5%)

15(93.8%) 16(100.0%) 1.032 1.000
1(6.3%) 0(0%)

15(93.8%) 12(75.0%) 2.133 0.333
1(6.3%) 4(25.0%)

1(6.3%) 4(25.0%) 2.133 0.333
15(93.8%) 12(75.0%)

5(31.3%) 7(43.8%) 0.533 0.716
11(68.8%) 9(56.3%)

3(18.8%) 7(43.8%) 2.327 0.252
13(81.3%) 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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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작업 특성을 고려해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험군
과 업무의 성격이 비슷함과 동시에 실험의 확산 효과가 적은 분리된 부서를 대조
군으로 정하였다.실험 전 증상 관련 특성을 비교했을 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 동일하지는 않지만,증상지속기간과 증상빈도를 제외하고 증상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t=1.319,p=0.197)두 집단의 통증척도는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실험군과 대조군의 근골격계 증상 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

실험 전 특성
실험군 대조군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증상지속기간 4.06(1.436) 2.31(1.662) 3.187 0.003

증상 빈도 3.75(1.238) 1.69(1.138) 4.905 0.000

증상 강도 5.38(1.204) 4.69(1.702) 1.319 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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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맞맞맞춤춤춤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Restaurant실험부서의 작업특성과 증상특성을 근거로 만들어진 맞춤 운동프로
그램이 근골격계 증상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
후를 증상특성과 신체부위별 자각증상의 변화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실실실시시시 후후후 증증증상상상지지지속속속기기기간간간,,,빈빈빈도도도,,,강강강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6주간 운동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
지 않은 대조군의 증상특성 전,후 비교를 pairedt-test,t-test<표4참조>를 통
해 분석하였다.집단 내 운동전후의 비교에서 증상지속기간은 5점 척도 기준으로,
실험군은 실험 전 평균 4.06(한번 아프면 5시간-10시간 정도 증상이 지속 된다 :
4점)에서 실시 후 평균 2.38(한번 아프면 15분-2시간 정도 지속 된다 :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대조군은 평균 2.31에서 평균 3.56으로 증가하
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증상빈도는 5점 척도에서 실험군은 평균 3.75(하루
에 2번 이상 통증 발생 :4점)에서 평균 2.94(하루에 1번 이상 통증 발생 :3점)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대조군의 경우는 평균 1.69(일주일
에 2-3회 통증 발생 :2점)에서 평균 3.19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증상강도는 10
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 5.38에서 3.4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대
조군은 평균 4.69에서 7.1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증상 특성 면에서 맞춤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대조군

보다 증상지속기간,빈도,강도의 측면에서 심하였는데,중재 후 대조군보다 호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증상특성 중 실험군과 대조군의 증상강도는 맞춤 운동프

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319,p=.197),실시 후 실험
군은 평균 5.38에서 3.44로 감소하고 대조군은 평균 4.69에서 7.19로 증가하여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7.878,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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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증상특성 비교

222)))맞맞맞춤춤춤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실실실시시시 전전전후후후 신신신체체체부부부위위위별별별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자자자각각각증증증상상상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실험군 16명과 대조군 16명에서 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자각증상
부위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5-1,2,3>과 같았다.
대조군에서 신체 각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 호소율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실험군의 경우 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 증상

호소율에서 목 부위는 실험군이 43.8%에서 12.5%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125),어깨부위는 87.5%에서 31.3%로 감소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4).팔,팔꿈치 부위는 25.0%에서 6.3%로 감소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p=0.250),손,손목,손가락은
62.5%에서 12.5%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8).허리는
56.3%에서 43.8%로 감소하고,다리,무릎은 68.8%에서 56.3%로 감소하였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이와 같이 발,발목,발가락을 제외한 신체 부위
에서 자각 증상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어깨와 손,손목,손가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증상 특성 대상
실험 전 실험 후

t p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증상지속기간 실험군 4.06(1.436) 2.38(1.500) 4.061 .001
대조군 2.31(1.662) 3.56(1.711) -3.024 .009

증상빈도 실험군 3.75(1.238) 2.94(1.389) 1.809 .091
대조군 1.69(1.138) 3.19(1.471) -3.354 .004

증상강도 실험군 5.38(1.204) 3.44(1.504) 3.910 .001
대조군 4.69(1.702) 7.19(1.167) -6.124 .000



<표5-1>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변화 비교

부위
증 상 실험군

전체 P
대조군

전체 P실험후
실험전 증상 유 증상 무 증상 유 증상 무

목 증상 유 1(6.3%) 6(37.7%) 7(43.8%) 0.125 2(12.5%) 1(6.3%) 3(18.8%) 0.375
증상 무 1(6.3%) 8(50.0%) 9(56.3%) 4(25.0%) 9(56.3%) 13(81.3%)
전체 2(12.5%) 14(87.5%) 6(37.5%) 10(62.5%)

어깨 증상 유 5(31.3%) 9(56.3%) 14(87.5%) 0.004 6(37.5%) 1(6.3%) 7(43.8%) 0.625
증상 무 0(0%) 2(12.5%) 2(12.5%) 3(18.8%) 6(37.5%) 9(56.3%)
전체 5(31.3%) 11(68.8%) 9(56.3%) 7(43.8%)

팔,팔꿈치 증상 유 1(6.3%) 3(18.8%) 4(25.0%) 0.250 1(6.3%) 4(25.0%) 5(31.3%) 0.125
증상 무 0(0%) 12(75.0%) 12(75.0%) 0(0%) 11(68.8%) 11(68.8%)
전체 1(6.3%) 15(93.8%) 1(6.3%) 15(93.8%)



<표5-2>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변화 비교

부위
증 상 실험군

전체 P
대조군

전체 P실험후
실험전 증상 유 증상 무 증상 유 증상 무

손,손목, 증상 유 2(12.5%) 8(50.0%) 10(62.5%) 0.008 4(25.0%) 1(6.3%) 5(31.3%) 1.000
손가락 증상 무 0(0%) 6(37.5%) 6(37.5%) 0(0%) 11(68.8%) 11(68.8%)

전체 2(12.5%) 14(87.5%) 4(25.0%) 12(75.0%)

허리 증상 유 5(31.3%) 4(25.0%) 9(56.3%) 0.687 12(75.0%) 1(6.3%) 13(81.3%) 1.000
증상 무 2(12.5%) 5(31.3%) 7(43.8%) 1(6.3%) 2(12.5%) 3(18.8%)
전체 7(43.8%) 9(56.3%) 13(81.3%) 3(18.8%)



<표5-3>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변화 비교

부위
증 상 실험군

전체 P
대조군

전체 P실험후
실험전 증상 유 증상 무 증상 유 증상 무

다리,무릎 증상 유 8(50.0%) 3(18.8%) 11(68.8%) 0.625 5(31.3%) 2(12.5%) 7(43.8%) 1.000
증상 무 1(6.3%) 4(25.0%) 5(31.3%) 1(6.3%) 8(50.0%) 9(56.3%)
전체 9(56.3%) 7(43.8%) 6(37.5%) 10(62.5%)

발,발목, 증상 유 11(68.8%) 2(12.5%) 13(81.3%) 1.000 4(25.0%) 3(18.8%) 7(43.8%) 1.000
발가락 증상 무 2(12.5%) 1(6.3%) 3(18.8%) 2(12.5%) 7(43.8%) 9(56.3%)

전체 13(81.3%) 3(18.8%) 6(37.5%) 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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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국내 일개 호텔 소속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 전과 후의 근골격계 증상 특성변화를 비교함으로
실제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중재 개발 연구로 연구방법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특특특성성성

그 동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각성이 인
식되어 왔으나 최근 음식 및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의 사업(서비스업)이 제
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노동부,2005).이와 같
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것과 발
맞추어,본 연구에서 일 호텔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문제르 사정한 결과,NIOSH
기준으로 80.4%의 증상호소율을 보였다.그 밖에 다른 직종 대상자의 경우와 비교
해 볼 때,조선소 근로자 77.2%(박병찬,2003),진단방사선과 방사선사 30.8%(김태
수,2003),자동차 정비를 주로 하는 사업장 56.8%(정진주 등,2001),치과기공사
59.3%(이준석,2001),골프장 경기 보조원 44.9%(허경화,2003)등의 증상 호소율
을 보여 호텔 종사자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검사의 진단이 아니라 설문에만 의존하였기 때
문에 개인의 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차이가 결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 보다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행되어진 다른 직종의 신체 각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는 조선업종

근로자들은 어깨 53.2%,허리 48.4%,무릎 47.0%,팔/팔꿈치 42.9%,손/손목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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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 40.8% 순으로 호소하였고,소규모 시계조립 작업자에서의 목 34.9%,손/손
목 31.3%,어깨 30.1%,팔/팔꿈치 18.0%로 나타났으며,자동차 관련 직종 근로자
들의 어깨 52.0%,목 47.1%,손/손목 39.4%,팔/팔꿈치 26.2%로,항공정비사는 허
리(12.9%),어깨(10.2%),다리/발(9.4%),목(9%),손/손목/손가락(5.9%),팔/팔꿈치
(2.7%)순으로 양성률을 보였다.김보경(2004)은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자를 업종별
로 분류하여 금속관련 제품제조 업종에서는 손 부위와 허리 부위의 증상이 20.0%
로 가장 많았고,플라스틱 관련 업종에서는 다리 부위의 증상이 41.2%로 호소하였
으며,자동화 작업이 위주인 업종에서는 허리부위의 증상을 49.0%로 조사 대상 8
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어깨 부위의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호텔 직종 전체 근로자들의 경우 어깨의 호소율이 20.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허리 19.81%,다리/무릎 17.75%,목 14.02%,발/발목/발가락
13.08%,손/손목/손가락 11.03%,팔/팔꿈치 3.55%의 순서로 자각적 증상 호소율을
나타내었으며,실험 부서로 정한 Restaurant은 NIOSH 진단기준에 의한 신체부위
별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호소율이 어깨 87.5%,발/발목/발가락 81.3%,다리/무
릎 68.8%,허리 62.5%,손/손목/손가락 50.0%,목 43.8%,팔/팔꿈치 25%의 순으로
똑같은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처럼 직종에 따라 주요 증상 호소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과 작업조건 등에 따라 주로 사용하거나 부담을 주는 신체 부위가 다르기 때
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채덕희,2004).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을 뒷
받침 해주고 있었다.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현재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실시되면서 근골격계질환의 의학적
인 관리로서 운동요법이 근골격계질환자에게 효과적(NationalResearch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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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채홍재 등,2002)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운동프로
그램을 적용시킨 후 실시된 운동효과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었다.선행되어진 연구에서는 단순한 일반 운동 실시 여부만으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산업의학 전문의의 지도하에 실
시된 견관절 운동요법(최순석,1998)과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받는 남녀를 대상으
로 운동처방에 의한 단계별 운동요법(박정식,2005)등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요법적용의 경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는 일 호텔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문제 사정을 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서를 선
정하고 부서의 작업특성,증상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운동프로그램을 운동 처방사
2인과 함께 개발하여 6주간 하루 2회,1회 10분씩 운동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6주간 운동프로그램 적용 전,후 실험군은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변화는 발,발목,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자각증상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어깨와 손,손목,손가락 두 부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감소를 보였고,대조군의 경우는 자각증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제조업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산업안전관리공단(1998)에서 제작한 3분 직장인 건강체조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김윤정(2003)의 연구에서 팔,팔꿈치의 통증이 호전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김기양(2005)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
로 대상사업장 특성에 맞게 18가지 동작을 10주간 실시하여 어깨,팔/손목/손가락,
다리/무릎/발은 자각 증상 호소율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와 비교하여 볼 때,본 연구는 부서의 증상특성과 작업특성에 맞춘 운동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6주간의 짧은 시간의 실험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김보경(2004)은 중소규모 사업장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2주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스트레칭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신체 부위
별 모두에서 효과를 보였으므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단지 6주간의 실
시된 맞춤 운동프로그램만으로는 통증의 완화가 모든 부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기에는 단시간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적용
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기양(2005)은 등/허리 부분의 자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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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소율이 오히려 실시 후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10주 동안 근력강화운동
없이 스트레칭만으로 통증의 완화를 할 수 없으며,선행된 박병찬 등(2003)과 손
명호 등(1999)의 연구에서는 운동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골격계 증상
완화를 위한 맞춤 운동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근로자들에게 계획적
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증명해 주었다.
근골격계의 증상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장애에 대한

절대표준이 없는 관계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IOSH 기준과 증상의
지속기간,빈도,강도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NIOSH의 기준은 민감도는 높지만
특이도가 매우 낮은데 비해,김수근(1998)의 증상의 지속기간,빈도,강도의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을 기준은 민감도,특이도,양성예측도가 좋았다고 보고되고 있
는바,본 연구도 지속기간,빈도,강도를 나누어 조사하여 분석해보았다.근골격계
증상은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진단의 정확도
문제를 완전 배제할 수 없지만,순수하게 객관적인 통증 평가법이 개발되기까지는
불완전하지만 자가 통증 평가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김정애,2001)는 주장을
근거로 자가 통증 평가법을 이용해 근골격계 증상완화에 대한 맞춤 운동프로그램
의 효과 평가를 하였다.그러나 개인의 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차이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쳐 신뢰도,타당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골격계 증상 특성
을 지속기간,빈도,강도 등의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이에 대한 정
확한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33...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맞춤 운동프로그램이 근골격계 증상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신체부위별 자각 증상의 변화와 증상특성을 분석한 결
과 실험군의 경우 발,발목,발가락을 제외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어
깨와 손,손목,손가락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대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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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실험군의 발,발목,발가락의 경우 맞춤 운동 프로그램 실
시 전 81.3%에서 실시 후 81.3%로 변화가 동일하였는데,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실시를 하지만, 구두 착용으로 인하여 근육피로와 굽의 높이,넓이,발 압력
등에 영향을 미쳐 발,발목,발가락의 증상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추후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
이다.
근골격계 증상특성(증상지속기간,증상빈도,증상강도)에서 두 집단 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증상강도는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 참여 후 실험군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대조군은 유의하게
증가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증상 특성에서의 유의한 증가는 앞선 문헌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근

골격계 증상 영향 요인 중 사회 심리적 특성과 육체적 부담사이 관계로 인하여
높은 업무량과 정규시간외 근무 등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6주간의 단기간에 실시된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판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 조사되므로 placebo효과를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조군을 선정하여 증상의 변화를 비교하여 제한점
을 보완하려 했으나,호텔 비즈니스 상황이 증가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통제 할 수
없어 실험군의 경우 운동 참여 후 근골격계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대조군의 경우
시간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증상이 악화되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동일 증상특성을 갖춘 대조군 통제가 필요하였으며 환경적인 요인을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향후 대상자 숫자를 충분히 확보한 반복 연구를 통해 통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호텔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6
주간의 맞춤 운동프로그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근
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실험군에 참석한 대상자들
은 관절의 유연성 향상,통증의 경감,피로누적 감소 등에 효과적이며 활기찬 근무
시간이 이어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으며,참석한 실험군 대상자 모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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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와 같은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고 답하여 효과적인 중재로
해석되어진다.다만,매일 규칙적으로 실시함과 바쁜 업장의 상황에서 시간 할애가
어려웠던 점은 대상자들의 힘든 점으로 꼽을 수 있었으며,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
로자들의 행동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면담과 SMS문자 메시지를 통한 지속적 중
재가 유의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 운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단계화시켜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간제
공을 하는 것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하
여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잘 설계된 맞
춤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나아가 근골격계 질환의 궁극적인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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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호텔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정도를 조사하고,작업특
성과 증상특성에 맞는 근골격계 증상 완화를 위한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이다.
연구대상은 일개 호텔에 소속된 종사자 280명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구조화

된 설문지로 근골격계 증상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예방관리가 필요한 부서를 선
정한다.Restaurant을 실험군으로,업무의 성격이 비슷하면서 실험의 확산효과 가
능성이 적은 부서인 Regencyclub과 Banquetservice를 대조군 부서로 정하였으
나 실험 진행도중 퇴사자,부서 변동자,실험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사람,프로
그램 실시 기간 동안 다른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로 최종 분석 대상은 실
험군 16명,대조군 16명이었다.
작업특성과 증상특성에 맞게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설계하고,2006년 10월 23일

부터 12월 3일까지 6주간 매일 2회 10분씩 직접 지도하면서 맞춤 운동프로그램
을 운동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담 및 SM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
하여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연구도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기준을 근거로 한국산업안전

공단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증상조사표를 바탕으
로 김정애(2001)가 근로자 근골격계 통증의 자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되었
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동질성 검증은

Fisher'sexacttest와 t-test로 분석하였고 근골격계 증상완화 운동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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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효과 분석은 McNemartest,pairedt-test,t-test로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전체 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80.4%였으며,신체 부위별 증상 호
소는 어깨(20.75%),허리(19.81%),다리/무릎(17.75%),목(14.02%),발/발목/발가락
(13.08%),손/손목/손가락(11.03%),팔/팔꿈치(3.55%)순으로 높았다.대상자 가운데
우선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실험부서의 증상 유병률은 89.2%로 NIOSH 진단기준에
의한 자각증상 호소율은 어깨 87.5%,발/발목/발가락 81.3%,다리/무릎 68.8%,허
리 62.5%,손/손목/손가락 50.0%,목 43.8%,팔/팔꿈치 25%의 순이었다.

2.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골격계 관련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증상지속기간
(p=.003)과 증상빈도(p=.000)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발,발가락,발목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자각 증상이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어깨부위(p=.004)와 손,손목,손가락(p=.008)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대조군에서 신체 각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 호소율은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4.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 전,후 근골격계 증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증상지
속기간은 실험군은 4.06에서 2.38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2.31에서 3.56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증상빈도는 실험군은 3.75에서 2.94로 감소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대조군은 1.69에서 3.19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또
한 증상강도는 실험군은 5.38에서 3.4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은 4.69에
서 7.1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전반적으로 실험군의 경우 증상 특성 면에서 맞
춤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대조군보다 심하였는데,중재 후 대조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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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집단 간 비교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증상강도는 맞
춤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실시 후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맞춤 운동프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하였다.따라서 근로자의 가장 많은 건강문제 중 하나인 근
골격계 건강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증상특성과 작업특성에 맞는 맞춤 운동프로그
램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중재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로 호텔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맞춤 운동프로그램

제공이 통증 경감에 효과적이고,실제적인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중
재 개발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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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보다 다양한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증상특성,
작업환경과 연령층을 고려하여 더욱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운동 요법 중재 시 빈도,기간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6주간의 맞춤 운동프로그램 실시가 근골격계 증상완화에 전반적으로 효
과적이었으나,일부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지속적인 운동의 중요성과 함께
근골격계 증상 정도를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동일 증상특성을 갖춘 대조군 통제가 필요하며,실험군과 대조군의 엄격
한 분리를 통해 실험결과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향후 대상자 숫자를 충분히 확보한 동일 조건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다섯째,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운동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단계화시켜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간제공 등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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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질질질문문문지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텔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유지형 간호사입니다.
저는 호텔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근골격계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객관적인 참고자료로
제가 여러분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설문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여러분 개인의 비밀 유지를
보장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바쁘시더라도,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항상 최선을 다해 호텔을 위해 일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시다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여러분께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유지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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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기초 설문지근골격계 질환 기초 설문지근골격계 질환 기초 설문지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사항에 ∨를 표시 하거
나,빈칸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서 : 이름 :
연령 :만 ___세
성별 :남( ),여( )
결혼 여부 :기혼( ),미혼( )
학력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
키 : _______cm 체중 :________kg

◈ 다음은 귀하의 작업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사항에 ∨를 표시 하거나,
빈칸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직종명(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작업내용 :
-작업기간 :______년 _______개월째 하고 있음.

♣ 만약 호텔에서 일하기 전에 경력이 있다면,(호텔업 /비호텔업)∨ 표시
-작업내용 :
-작업기간 :______년 _______개월

2.1일 근무시간 :_______시간
3.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은 몇 분 인가요?
① 없음 ② 30분 이하 ③ 30분-1시간 ④ 1시간 이상
⑤ 때에 따라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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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인이 수행하는 작업 내용을 나열하시고,그것에 대한 작업부하와 빈도에
∨를 표시 하여 주십시오.

※ 예를 들면,자신이 컴퓨터 입력 작업을 매일 4시간이상 한다면,먼저 ①컴퓨터
입력 작업이라고 작업 명에 적어주시고,②작업빈도도 1일 4시간 이상에 표시한
다.마지막으로 ③이 작업에 대해 본인이 쉽다고 느끼면,이를 작업부하 점수에
표시하면 된다.

작작작업업업명명명 작작작업업업부부부하하하 점점점수수수(((111～～～555점점점))) 작작작업업업빈빈빈도도도 점점점수수수(((111～～～555점점점)))

예)①①① 컴퓨터
입력작업　

매우 쉬움　( )
쉬움 (∨) ③③③
약간 힘듬 ( )
힘듬 ( )
매우 힘듬 ( )

2개월마다 1～2회 ( )
하루 또는 주 2～3회 ( )
1일 4시간 ( )
1일 4시간이상 (∨) ②②②
1일 8시간이상 ( )

　

매우 쉬움　( )
쉬움 ( )
약간 힘듬 ( )
힘듬 ( )
매우 힘듬 ( )

2개월마다 1～2회 ( )
하루 또는 주 2～3회 ( )
1일 4시간 ( )
1일 4시간이상 ( )
1일 8시간이상 ( )

　

매우 쉬움　( )
쉬움 ( )
약간 힘듬 ( )
힘듬 ( )
매우 힘듬 ( )

2개월마다 1～2회 ( )
하루 또는 주 2～3회 ( )
1일 4시간 ( )
1일 4시간이상 ( )
1일 8시간이상 ( )

점점점수수수 작작작업업업부부부하하하 점점점수수수 작작작업업업빈빈빈도도도 점점점수수수
1 매우 쉬움 아주 가끔 (2개월마다 1∼2회)
2 쉬움 가끔 (하루 또는 주2∼3회)
3 약간 힘듬 자주 (1일 4시간)
4 힘듬 계속 (1일 4시간이상)
5 매우 힘듬 초과 근무 시간 (1일 8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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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건강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해당사항에 ∨를 표시
하거나,빈칸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귀하는 여가시간에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한번에 30분 이상)을 하십니
까?(운동이란,체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계획되고 구조화된 반복적인 신체 활
동을 말합니다.)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주 3회 ⑤ 주 4회 ⑥ 주 5회 이상
1-1.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가장 주된 것 하나만 표시)
① 운동 할 시간이 없다 ② 운동 장소(공간,시설 등)가 없다
③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몸이 불편하여 운동하기 어렵다
⑤ 운동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⑦ 기타(무엇:______________) ⑧ 비해당 (규칙적인 운동을 함)
2.귀하는 피로를 느끼십니까?
① 전혀 느끼지 않음 ② 다소 느낌
③ 많이 느끼는 편임 ④ 매우 많이 느끼는 편임
3.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① 현재 매일 피움 ☞ 하루 평균 흡연량 ____개비
② 가끔 피움 ☞ 지난 1달간 흡연 일수 ____일

☞ 흡연하는 날 하루 평균 흡연량 ____개비
③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3-1문항으로
④ 본래 피우지 않음
3-1.담배를 끊거나 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가장 주된 것 하나만 표
시)
① 건강이 나빠진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 ②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③ 현재 건강은 이상 없지만 향후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염려로
④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⑤ 직장에 금연 구역이 많으므로 ⑥ 경제적인 이유로
⑦종교적인 이유로 ⑧기타(______________) ⑨ 비해당 (금연 시도한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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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은 음주와 관련된 상황입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4-1.술을 마시는 횟수는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월 2-3회 이하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4-2.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몇 잔을 마십니까?
(※소주,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한다.단 맥주는 캔 맥주 1개
(355cc)=1.4잔)
① 소주 1～2잔(맥주 355cc1캔 반 이하,양주 2잔)
② 소주 3～4잔(맥주 3캔,양주 4잔)
③ 소주 5～6잔(맥주 4캔 반 이하,양주 6잔)
④ 소주 7～9잔(2홉 소주 1병 반 미만,맥주 6캔,양주 9잔)
⑤ 소주 10잔 이상(2홉 소주 1병 반 이상,맥주 7캔,양주 10잔)
⑥ 전혀 안 마신다

5.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빨래하기,청소하기,2세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1시간 미만
③ 1-2시간 미만 ④ 2-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6.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질병에 체크)

류마티스 관절염( ) / 당뇨병 ( ) / 루프스 병 ( )
/ 통풍 ( )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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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넘어짐,추락 등)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어깨,목,허리,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그 부위를
체크해주십시오.

손( )/손가락( )/손목( ), 팔 /팔꿈치( ), 어깨( ), 목( ),
허리( ),다리( )/발( )

8.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해당사항에 ∨를 표시 하거나,
빈칸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매우 건강 건강 보통 약간 나쁨 아주 나쁨

◈ 다음은 귀하의 근골격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해당사항에 ∨를 표시 하거나,
빈칸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신체 변화,통증 등)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지난 1년 동안,손/손가락/손목,팔/팔꿈치,어깨,허리,다리/발 중 어느 한 부
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1)아니오 ( )☞ (아픈 곳이 없으신 분은
설설설문문문 333번번번으로 가주세요.)

(2)예 ( )☞ '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해당사항에 체크(V)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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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체체체
부부부위위위

문문문항항항

목목목
((())) 어어어깨깨깨((( ))) 팔팔팔((( )))///

팔팔팔꿈꿈꿈치치치((( )))

손손손((( )))///
손손손목목목((( )))///
손손손가가가락락락((( )))

허허허리리리
((()))

다다다리리리((( )))
무무무릎릎릎((( )))///
발발발((()))발발발목목목((()))
발발발가가가락락락((( )))

111)))통통통증증증의의의
구구구체체체적적적인인인
부부부위위위는는는???

�

오른쪽�왼쪽� 오른쪽�왼쪽� 오른쪽�왼쪽�

�

오른쪽� 왼쪽�

양쪽� 양쪽� 양쪽� 양쪽�

위에서 지적한 아픈 곳 중 가가가장장장 아아아픈픈픈 곳곳곳 한한한 개개개만 골라 주십시오.
목( ),어깨( ),팔( ),팔꿈치( ),손( ),손목( ),손가락( ),
허리( ),다리전체( ),무릎( ),발( ),발목( ),발가락( )

222)))한한한번번번 아아아프프프기기기 시시시작작작하하하면면면 통통통증증증기기기간간간은은은 얼얼얼마마마 동동동안안안 지지지속속속 됩됩됩니니니까까까???
� 0.전혀 아프지 않다. � 1.한번에 잠시(15분 이내)아프다.
� 2.한번 아프면 약 15분-2시간 지속된다.� 3.한번 아프면 약 2-5시간 지속된다
� 4.한번 아프면 약 5-10시간 지속된다. � 5.한번 아프면 계속 증상이 지속되며,

며칠 지속된다.

333)))그그그때때때의의의 통통통증증증은은은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입입입니니니까까까???

전혀 안 아프다 ->->->->->->->->->보통이다 ->->->->->->->->->->->매우 아프다
0 1 2 3 4 5 6 7 8 9 10

444)))통통통증증증이이이 발발발생생생하하하는는는 횟횟횟수수수는는는 얼얼얼마마마나나나 됩됩됩니니니까까까???
� 0.전혀 아프지 않다. � 1.일주일에 1회 또는 한 달에 2-3회 통증 발생
� 2.일주일에 2-3회 통증 발생 � 3.하루에 1번 이상 통증 발생
� 4.하루에 2번 이상 통증 발생 � 5.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아프다.

555)))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동동동안안안 이이이러러러한한한 증증증상상상을을을 얼얼얼마마마나나나 자자자주주주 경경경험험험 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까까까???
� 0.6개월에 1번 � 1.2-3달에 1번 � 2.1달에 1번
� 3.1주일에 1번 � 4.매일

666)))지지지난난난 111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에에에도도도 이이이러러러한한한 증증증상상상이이이 있있있었었었습습습니니니까까까???
� 예 � 아니오
777)))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동동동안안안 이이이러러러한한한 통통통증증증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해해해 어어어떤떤떤 일일일이이이 있있있었었었습습습니니니까까까???
� 1.병원,한의원 � 2.약국치료 �  3.병가나 산재
� 4.작업전환 � 5.해당사항 없음,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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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재 근골격계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십니까?(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
크해 주십시오)
①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약물 복용 ②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③ 물리치료 ④ 건강식품과 같은 민간요법
⑤ 금연이나 절주(술 절제) ⑥ 한약이나 침 등의 한방치료
⑦ 기타 ⑧ 하지 않는다.

4.현재하는 일의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전혀 힘들지 않다. ② 힘들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힘이 든다. ⑤ 매우 힘이 든다.

5.현재하는 일의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정신적 피로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전혀 피로하지 않다. ② 다소 피로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피로하다. ⑤ 매우 피로하다.

6.귀하가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표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 매우 심하다

7.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해 스트레칭 또는 운동 등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
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일시적으로 있다.

★★★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여여여러러러분분분께께께 효효효과과과적적적인인인 도도도움움움을을을 드드드릴릴릴 수수수 있있있도도도록록록 노노노력력력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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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레레레스스스토토토랑랑랑 직직직원원원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맞맞맞춤춤춤 운운운동동동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1. 목 운동
뒷목 늘려주기

옆목 늘려주기 (좌,우)

1. 목 운동

대각선으로 목 늘려주기 (좌, 우)

앞목 늘려주기 목 돌리기

180°앞으로 좌,우 돌려주기 180°뒤로 좌,우 돌려주기



- 53 -

2. 어깨와 팔 운동 팔 & 등 스트레칭 (좌, 우 실시)

팔, 옆구리 스트레칭
(좌, 우)

3. 손목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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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 운동
앞모습 옆모습

앞으로

위로 옆으로 뒤로

5. 허리 운동

허리 돌려주기 골반 돌려주기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그대로 골반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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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리 운동

옆에서 보면 이렇죠..

6. 다리 운동 (좌, 우로 실시하자)

뒤 앞 닭 싸움 자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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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아리 운동
앞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8. 발목 운동

발목을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시킨다.

9. 다리 스트레칭

옆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발목은 90°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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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할 수 있는 어깨를 위한 동작

옆에서 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허리를 위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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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할 수 있는 허리를 위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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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CCCuuussstttooommmiiizzzeeedddEEExxxeeerrrccciiissseeePPPrrrooogggrrraaammm tttoooeeeaaassseee
ttthhheeeMMMuuussscccuuulllooossskkkeeellleeetttaaalllSSSyyymmmppptttooommmsssaaammmooonnngggttthhheeepppeeeooopppllleeewwwooorrrkkkiiinnngggiiinnnaaahhhooottteeelll...

Yu,JiHyoung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of hotel
employeesanditaimsatdevelopinganinterventionprogram topreventand
easemusculoskeletalsymptomsbydesigningandtestingacustomizedexercise
program basedonsymptomsandtaskcharacteristicsofdifferentindividual.

The subjects were 280 employees who works at the hotel.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in order to identify any
musculoskeletalsymptomsamongthoseemployees.Thegroupwithahigher
degreeofsymptomswerecategorizedbytheirdepartment.Afterwards,each
experimentandcontrolgroups,consisting of16employeesrespectively,was
assembled. The controlled group was from the department of similar
operationalcharacteristics,butwiththeminimum likelihoodofbeinginfluenced
bytheexperimentalgroup.Thecustomized10-minuteexerciseprogram was
conductedtwiceadayfor6weeksbetween23Octoberand3December2006.
Counselling and SMS message via mobile phone were provided to the
participantsfortheperiodof6weeksasameansofencouragement.

A questionnairedevelopedbyKim (2001)toself-measureamusculoskeletal
symptom wasmodifiedasatoolofmeasurement.Kim’sstudywasinflu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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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hesurveillancecriteriafrom theNationalInstituteofOccupationalSafety
and Health (NIOSH) and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Thedatawasanalysed with themethod ofFisher’sexacttest,t-test,
McNemartest,pairedt-testbySPSS12.0window program.

Theresult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1. A total of 80.4% workers were discovered suffering from
musculoskeletalsymptomsamong 280subjects.Theprevalenceofsymptoms
was Shoulders (20.75%),Lowerback (19.81%),Leg/Knee (17.75%),Neck
(14.02%), Foot/Ankle/Toe (13.08%), Hand/Wrist/Finger (11.03%) and
Arm/Elbow (3.55%).The89.2% oftheexperimentalgrouphadmusculoskeletal
symptoms.Theself-awarenessofanymusculoskeletalsymptom wasShoulders
(87.5%),Foot/Ankle/Toe (81.3%),Leg/Knee (68.8%),Lower back (62.5%),
Hand/Wrist/Finger(50.0%),Neck(43.8%)andArm/Elbow (25%).

2.Therewashomogeneouscharacteristicsinallofsubjects, howevera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symptom duration (p=.003) and symptom
frequency(p=.000).

3.A symptom onasubjectbeforeandafterimplementingthecustomized
exerciseprogram fortheperiodof6weeks,adeclineofsubjectivesymptom
inmostbodyparts,particularlyin Shoulders(p=.004)andHand/Wrist/Finger
(p=.008),wassignificantlydeclined.Inthecontrolgroupdidnotsignificantly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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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eanalysisofthemusculoskeletalsymptom characteristicsconducted
before and afterthe customized exercise program shows the increase of
symptom inthecontrolledgroup.However,thesymptom durationdecreased
significantlyfrom 4.06to2.38,thesymptom intensityfrom 5.38to3.44.The
symptom frequencywasdecreasedfrom 3.75to2.94showing nosignificant
differencestatistically.

Inconclusion,ithasbeenprovedthattheCustomizedExerciseProgram
helps reducing the musculoskeletalsymptom among the hotelemployees.
Therefore,it has been asserted that the Customized Exercise Program
accordingtothe symptom andtaskcharacteristicsofhotelemployeesneedto
be introduced in preventive and proactive manners in orderto ease and
preventthe musculoskeletalsymptom.

Keywords: musculoskeletal symptom, customized exercise program, hotel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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