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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군인들 중 일부 초소 근무 병사들의 요통에 관한 요인을 파악

하여 적절한 요통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초소에 근무하는 병사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조사목적을

위해 고안된 자기 응답식 설문지로 측정하여 285매(95%)를 회수하였고, 이중

250매(88%)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 ency)을 실시하였고, 각 특성에 따른 요통유무의 관련성 여부

를 위해 교차분석(crosstabs) 등을 실시하여 X2 검정과 t 검정을 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요통 경험률은 62.8%였다.

2. 일반적 특성과 요통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신장, 학력, 흡연기간은 통계

학적 유의성은 있었으나, 체중, 계급, 건강상태, 수면자세, 규칙적인 운

동과는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3. 직업적 특성과 요통과의 관계에서 입대전 직업, 군 복무기간, 업무시간

과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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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통과 관련 깊었던 신체행위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자세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으나, 근무중 신체자세, 허리를 구부리거나 몸

통을 돌리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정도, 몸의 진동, 소

음, 장비사용, 업무후 휴식자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근무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요통 경험률은 업무의 과중도, 근무환

경, 휴식시간, 업무 스트레스 정도, 단조롭고 반복성 정도, 업무후 피로

도, 업무처리능력 인정정도, 동료간의 인간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6. 요통 지속기간은 7일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요통의 원인은 업

무(39.5%), 원인불명(25.5%), 과격한 운동, 정신적 피로, 교육훈련의 순

이었고 치료방법은 무시하거나 계속 활동한다가 36.9%, 휴식을 취한다

고 답한 군이 31.8%이었고, 22.4%만이 의료혜택을 받았다.

7. 요통 인식도는 요통군에서 46.5%가 심각한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병들의 요통 발생은 무거운 물건을 들

어올리는 자세가 중요한 신체적 요인이고, 이와 동반되는 심리적 요인의 복

합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요통의 예방과 치료는 단순한 신체적 질환으로 관

리될 것이 아니라 여러 정신·사회적 변수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 병인으로 나타난 허리에 무게가 가해지는 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검문소 초병들의 요통 발생과 관계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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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및 목적

요부는 제2요추 추간판으로부터 요천 관절 및 장천 관절부 까지의 부위를

말하며, 척추, 추간판, 신경, 인대 및 근육들로 구성되어 지지와 운동에 관여

한다(박수연, 1975). 또한 요천 관절각에 의해 정상적으로 만곡을 이루며, 기

립시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의 대부분이 이 곳에 부하된다(문명상, 1975).

요통이란 요부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일괄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써 단

순하게 증상을 표현할 뿐 어떤 특정한 병명이나 증후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

니다(박병문, 1977). 이는 주로 요부구조와 주위 조직의 변화에 의하여 초래

되며, 직업적 특성, 활동형태, 자세의 변화, 비만, 임신뿐만 아니라 정서적 긴

장이나 2차적 이득 등의 심리적 요인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약우 등 1985 ; Frym oyer, Rosen, Pope, 1985).

요통 발생과 관련있는 요인으로는 부정확한 들기 동작(Chaffin과 Park,

1973 ; Magora, 1972),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있는 행위, 구부린 자세와 정적

인 작업 자세(Andersson, 1981), 키가 큰 경우(Tauber, 1970), 과체중 혹은 저

체중(Cu st, 1972) 등 다양하다. 또한 운동량이 많을수록(Brown, 1975 ;

Cady, 1979), 흡연량이 적을수록(Roncanati 와 Mc Mullen, 1988) 요통이 적

다는 등 생활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형태와 요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는 노동자(Magora, 1970

; 이승재, 1985 : 박지환, 1990), 간호사(Cu st, 1972), 주부(김영수, 1987 ; 허영,

1978), 물리치료사(이충휘, 1990), 백화점 여직원(이경희, 1994),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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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리거나 당기거나 미는 일을 하는 경우(Frym oyer, 1980), 진동성 기구

를 사용하거나 운전을 하는 직업 등(Frymoyer, 1983), 공병부대 근무(양정목

1996)가 요통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요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이며 만성 질환 중 노

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사회가 산업화

할수록 그 발생률이나 유병률은 증가하게 된다(Andersson, 1981). 요통은

일상 생활에 고통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 저하로 말미암아 생

활 수단의 문제를 야기 시키며 국가의 산업 경제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승재, 1985).

우리나라에서 요통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군 부대에서도 요통은 가장 흔한 통증 중의 하나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질병 통계에서도 40%이상을 차지하며(윤영애, 1975), 야전병원에 그

비중이 신경외과 외래환자 중 95%, 전체 입원환자의 13%가 요통 환자로 단

일 질환으로써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경희, 1989).

또한 초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업무시 자세가 요부에 물리적 힘이 가

해지는 자세이고 요통이 발생되기 쉬운 여러 요인에 많이 노출되게 되며 이

런 초소 근무자들은 특수 집단인 만큼 일반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요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요통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업무수행시 환

경개선 및 요통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투력 보존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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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문소 초병의 근무특성, 신체적 행위 특성, 그리고 근무만족도 및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요통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요통이 검문소 초병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검문소 초병의 요통예방과 관리의 지침을 제

공하여 군 전투력 보존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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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검문소 가운데 5개 부대를 표본 추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5부가 회수되어 95%의 회수율을 보였으

며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 미기재 등의 불성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한 35명을

조사에서 제외시켜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입대 후에 3일 이상 지

속된 요통을 경험한 157명(62.8%)을 요통군으로, 요통을 경험한 적이 없는

93명(37.2%)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 동안이었다.

2.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각 부대의 장에게 미리 협조를 구한 뒤 우편 및 인편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고 직접 부대에 방문하여 받

고 다시 검토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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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사용 된 변수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크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하였다. 연구

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입대후 3일 이상 지속된 요통 경험 유무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근무 중 신체 행위, 근

무 만족도 및 스트레스를 포함시켰다(표 1).

표 1. 연구 조사 내용

변 수 변 수 내 용

종속 변수 요통 유무

독립 변수 일반적 특성 연령, 신장, 체중, 계급, 학력,

건강상태, 흡연유무, 수면자세, 운동유무

직업적 특성 복무기간, 입대전 직업, 업무시간,

신체 행위 근무중 신체 자세

허리 구부리는 동작 정도

물건 운반 정도

물건 들어 올릴 때 자세

진동, 소음, 장비사용 정도, 휴식 자세

근무 만족도 및 업무의 과중도, 근무 환경

스트레스 휴식시간의 보장 정도

스트레스 정도, 단조로움과 반복성

일과후 피로 정도, 업무인정정도

동료간의 인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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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및 분석의 틀

수집되어진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들에 대해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근무 중 신체 행위, 근무 만족도 및 스트레스와 요통 발병 여부와의 관

련된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X2
와 t - test를 하였다(그림 1).

요통 발생 요 인

χ2,

t-test

일 반 적 특성 직 업 적 특 성 신 체 행 위
근 무 만 족도

및 스 트 레 스

연 령

신 장

체 중

계 급

학 력

건 강

흡 연

수 면

운 동

입대전 직업

복 무 기 간

업 무 시 간

업 무 중

신 체 자 세

허리구부리는

동작 정도

물건운반 정도

물건 들어

올릴 때 자세

진 동

소 음

장비 사용정도

휴식시 자세

업 무 과 중 도

근 무 환 경

휴식 시간 보장

스트레스 정도

단조로움과 반복

일과후 피로정도

업무 인정 정도

동료간의 관계

그림 1. 연구 및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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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총 250명 중 연령 범위는 만 21세에서 25세까지였고 그 중

22∼23세가 179명(71.6%)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계급은 일병이 96명

(38.4%)으로 가장 많았다.

신장은 169㎝부터 185㎝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170㎝∼179㎝군이 155명

(64.5%) 이었고, 체중의 분포는 64kg에서 102kg까지로 66kg∼74kg군이 154

명(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대시와 현재 체중과의 변화는 증가했다고

답한 군이 176명(70.4%)으로 많았다.

학력은 대재나 전문대 졸 이 134명(53.6%)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라고 응답한 군이 146명(58.4%)로 가장 많았다.

흡연군이 164명(65.6%)으로 대상자 중 많은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흡연기간이 2∼5년 이라고 응답한 군이 136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하

루에 11개비∼20개비 의 담배를 피우는 군이 136명(54.4%)을 차지하고 있다.

수면자세는 바로 누워서 잔다 고 응답한 군이 106명(42.4%)으로 가장 많

았고, 일정치 않다 고 응답한 군이 81명(32.4%)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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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일반적 특성 대상자 수 (%)

연령(세) ≤ 21 17 ( 6.8)

22 98 (39.2)

23 81 (32.4)

≥ 24 54 (21.6)

신장(㎝) ≤ 169 9 ( 3.6)

170∼179 155 (64.5)

≥ 180 86 (34.4)

체중(kg) ≤ 65 12 ( 4 .8)

66∼74 154 (61.6)

≥ 75 84 (33.6)

체중변화 감소 35 (14.0)

(입대시와 변함 없다 39 (15.6)

현재) 증가 176 (70.4)

계 급 이병 39 (15.6)

일병 96 (38.4)

상병 79 (31.6)

병장 36 (14.4)

학 력 고졸 52 (20.8)

전문대 134 (53.6)

4년제 대학 이상 6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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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단위 : 명 (%)

건강 상태 좋은 편이다 94 (37.6)

보통이다 146 (58.4)

나쁜 편이다 10 ( 4 .0)

흡 연 유 164 (65.6)

무 86 (34.4)

흡연량(개비) 피우지 않음 86 (34.4)

≤10 11 ( 4 .4)

11∼20 136 (54.4)

≥21 17 ( 6.8)

흡연기간(년) 피우지 않음 86 (34.4)

≤1 28 (11.2)

2∼5 136 (54.4)

수면 자세 바로 눕는다 106 (42.4)

엎드려 눕는다 20 ( 8.0)

옆으로 눕는다 43 (17.2)

일정치 않다 81 (32.4)

운 동 안한다 43 (17.2)

가 끔 136 (54.4)

규칙적 71 (28.4)

계 2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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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의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입대전 직업 중 학생이 163명(65.2%)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기간별로는 7∼17개월이 141명(56.4%)이 가장 많았고, 18개월 이상

이 70명(28.0%), 6개월 이하가 39명(15.6%)이었다.

하루 작업시간이 5∼6시간이라고 답한 사람이 174명(69.6%)으로 반 이상

이었다(표 3).

표 3. 연구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단위 : 명(%)

직업적 특성 대상자 수 (%)

입대전 직업 학 생 163(65.2)

회 사 원 26(10.4)

상 업 10( 4 .0)

기 타 51(20.4)

복무기간(개월) ≤ 6 39(15.6)

7∼17 141(56.4)

≥ 18 70(28.0)

업무시간(시간) ≤ 4 12( 4.8)

5∼6 174(69.6)

≥ 7 64(25.6)

계 2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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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 의 요통 경험률

요통 경험률은 연구 대상자 250명 중 157명으로 62.8%였다(표 4).

표 4. 연구 대상자의 요통 경험률

요 통 유 무 인 원 백분율 (%)

있 다 157 62.8

없 다 93 37.2

계 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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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 과 요통 유무와의 관계

연령에 따른 요통 발생은 23세 군에서 33.8%로 가장 많았고, 24세 이상

군에서 32.4%, 22세 군이 28.7%, 21세 이하에서 5.1%였으며 평균 연령은 요

통군이 22.95세, 대조군이 22.27세이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장은 170∼179cm 군이 67.5%로 요통 발생이 가장 높았으며, 요통군의

평균 신장은 178.6cm, 대조군은 178.3c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평균 체중은 요통군이 74.8kg, 대조군이 73.9kg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입대시와 비교하여 체중의 변화는 양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계급은 요통군에서 일병이 38.9%로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나 대재 가 54.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요통군에서 보통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은 105명(66.9%)에서 요통이 있었으며, 흡연기간이 요통군에서 3.8년,

대조군에서는 2.4년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면자세는 요통군에서 바로 눕는다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은 요통군에서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가 각각 17.2%, 54.4%로 나타

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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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과 요통 유무와의 관계

단위 : 명 (%)

요 통

일반적 특성 계 X2 /
있다 없다 t - test

연령(세) ≤21 8( 5.1) 9( 9.8) 17( 6.8) 29.058***(P=0.000)

22 45(28.7) 53(56.9) 98(39.2)

23 53(33.8) 28(30.1) 81(32.4)

≥24 51(32.4) 3( 3.2) 54(21.6)

평균 ± 표준편차 22.69 ± 0.91

신장(㎝) ≤169 2( 1.3) 7( 7.5) 9( 3.6) 11.487**(P=0.003)

170∼179 106(67.5) 49(68.3) 155(64.5)

≥180 49( 6.3) 37(39.9) 86(34.4)

평균 ± 표준편차 178.52 ± 3.39

체중(kg) ≤65 4( 2.5) 8( 8.6) 12( 4 .8) 4 .829 (P =0.89)

66∼74 98(62.4) 56(60.2) 154(61.6)

≥75 55(35.1) 29(31.2) 84(33.6)

평균 ± 표준편차 74.45 ± 5.15

체중변화 감소 21(13.5) 14(18.3) 35(14.0) 0.51 (P=0.775)

입대시와 변함없다 23(14.6) 16(17.2) 39(15.0)

현재) 증가 116(73.9) 60(64.5) 176(70.4)

*p <0.01, **p <0.05,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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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단위 : 명 (%)

계급 이병 26(16.6) 13(14.0) 39(15.6) 0.808

일병 61(38.9) 35(37.6) 96(38.4) (P=0.848)

상병 48(30.5) 31(33.3) 79(31.6)

병장 22(14.0) 14(15.1) 36(14.4)

학력 고졸 32(20.4) 20(21.5) 52(20.8) 12.789**

전문대 85(54.1) 49(52.7) 134(53.6) (P =0.002)

대학 이상 40(25.5) 24(25.8) 64(25.6)

건강상태 좋은편 65(41.4) 39(17.2) 94(37.6) 0.231

보 통 85(54.1) 61(65.6) 146(58.4) (P=0.891)

나쁜편 7( 4 .5) 3( 3.3) 10( 4 .0)

흡연 유 105(66.9) 59(63.4) 164(65.6) 0.69

무 52(33.1) 34(36.6) 86(34.4)

흡연량 피지않음 52(33.1) 34(36.6) 86(34.4) 1.465

(개비) ≤10 7( 4 .5) 4( 4 .3) 11( 4 .4) (P=0.481)

11∼20 91(58.0) 45(48.4) 136(54.4)

≥21 7( 4 .5) 10(10.8) 17( 6.8)

흡연기간피지않음 52(33.1) 34(36.6) 86(34.4) 47.22**

(년) ≤1 10( 6.4) 18(19.4) 28(11.2) (P=0.04)

2∼5 95(60.5) 41(44.0) 136(54.4)

수면자세 바로 눕는다 67(42.7) 39(41.9) 106(42.4) 2.029

엎드려 10( 6.4) 10(10.8) 20( 8.0) (P=0.566)

옆으로 26(16.5) 17(18.3) 43(17.2)

일정치 않다 54(34.4) 27(29.0) 81(32.4)

운 동 안한다 27(17.2) 16(17.2) 43(17.2) 1.339

가 끔 88(56.1) 48(51.6) 136(54.4) (P=0.512)

규칙적 42(26.8) 29(31.2) 71(28.4)

계 157(62.8) 93(37.2) 250(100)

*p <0.01, **p <0.05,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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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적 특성 과 요통 유무와의 관계

연구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과 요통 유무와의 관계는 입대전 직업이 요통

유무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입대전 직업은 요통군에서 학생이 64.3%로 많았으며, 군 복무기간에서는

7∼17개월군이 56.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복무기간이 요통군은 13.2개월,

대조군은 13.0개월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업무시간은 요통군에서 5∼6시간이 69.4%로 많으며, 평균 작업시간은 요

통군, 대조군에서 6.4시간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6).

표 6. 직업적 특성과 요통 유무와의 관계

단위 : 명 (%)

요 통
직업적 특성 계 X2 /

있다 없다 t - test

입대전 직업 학 생 101 (64.3) 62 (66.6) 163 (65.2) 4 .74
회사원 14 ( 8.9) 12 (12.9) 26 (10.4) (P=0.192)

상 업 5 ( 3.2) 5 ( 5.4 10 ( 4 .0)
기 타 37 (23.6) 14 (15.1) 51 (20.4)

복무기간 ≤6 26 (16.6) 13 (14.0) 39 (15.6) 16.623

(개월) 7∼17 89 (56.6) 52 (55.9) 141 (56.4) (P=0.734)
≥18 42 (26.8) 28 (30.1) 70 (28.0)

평균 ± 표준편차 13.09 ± 6.399

업무시간 ≤4 7 ( 4 .5) 5 ( 5.4) 12 ( 4 .8) 0.148

(시간) 5∼6 109 (69.4) 65 (69.9) 174 (69.6) (P=0.929)
≥7 41 (26.1) 23 (24.7) 64 (25.6)

평균 ± 표준편차 6.42 ± 1.023

계 157 (62.8) 93 (37.2) 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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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 중 신체행 위와 요통유무와 의 관계

근무 중 신체행위와 요통유무와의 관계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자세만이 요통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요통군에서 근무시 신체 자세는 선 자세에서 약간씩 걸으면서 있는다 가

70.7%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통군에서 가끔 허리를 구부리거나 몸통을 돌리는 경우 가 73.8%, 가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 가 79.6%, 자주 또는 가끔 몸의 진동을 느낀다 가

84.4%, 자주 또는 가끔 소음을 듣는다 가 76.9%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 요통군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와 무릎을 다 구부린다 가

48.4%로 가장 높았고 허리를 구부린다 가 39.5%, 무릎을 구부린다 가 10.2%

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업무후 휴식자세는 허리를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대고 바로 앉는다 가

36.9%로 가장 높았으며, 일정하지 않다 가 30.6%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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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근무 중 신체행위와 요통 유무와의 관계

단위 : 명 (%)

요 통
신체 행위 계 X2 /

있다 없다 t - test

근무 중 부동자세로 서 있는다 21 (13.4) 12 (12.9) 33 (13.2) 0.283
신체자세 선 자세에서 약간씩 111 (70.7) 64 (68.8) 175 (70.0) (P=0.963)

걸으면서 22 (14.0) 15 (16.1) 37 (14.8)
앉았다 섰다 교대로 3 ( 1.9) 2 ( 2.2) 5 ( 2.0)

허리를 아 니 다 36 (22.9) 20 (21.5) 59 (23.6) 3.895
구부리거나 가 끔 116 (73.8) 70 (75.3) 186 (74.4) (P=0.143)
몸통을 자 주 2 ( 1.3) 3 (3.2) 5 ( 2.0)
돌리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아 니 다 20 (12.8) 15 (16.1) 35 (14.0) 1.215
들거나 운반하는 가 끔 125 (79.6) 70 (75.3) 195 (78.0) (P=0.545)
정도 자 주 12 ( 7.6) 8 ( 8.6) 20 ( 8.0)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구부려서 62 (39.5) 41 (44.1) 103 (41.2) 18.52***
들어올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16 (10.2) 9 ( 9.7) 25 (10.0) (P=0.000)
자세 허리와 무릎을 76 (48.4) 46 (49.5) 122 (48.8)

구부려서

몸의 진동 자 주 12 ( 7.6) 9 ( 9.7) 21 ( 8.4) 0.213
가 끔 119 (76.8) 70 (75.3) 189 (75.6) (P=0.899)
아 니 다 26 (16.6) 14 (15.0) 40 (16.0)

심한 소음 자 주 6 (11.3) 4 ( 9.3) 10 ( 4 .0) 0.038
가 끔 103 (65.6) 62 (18.9) 165 (66.0) (P=0.981)
아 니 다 48 (48.3) 27 (71.8) 75 (10.0)

장비 사용 많 이 26 (16.6) 10 (10.8) 36 (14.4) 1.601
가 끔 81 (51.6) 51 (54.8) 132 (52.8) (P=0.449)
아 니 다 50 (31.8) 32 (34.4) 82 (32.8)

업무후 허리를 벽에 58 (36.9) 38 (40.9) 96 (38.4) 1.656
휴식자세 대고 바로 앉는다 (P=0.647)

비스듬히 앉는다 26 (16.6) 10 (10.8) 36 (14.4)
눕는다 25 (15.9) 15 (16.1) 40 (16.0)
일정하지 않다 48 (30.6) 30 (32.2) 78 (31.2)

계 157 (62.8) 93 (37.2) 250 (100)

*p <0.01, **p <0.05,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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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무 만족도 , 스트레스와 요 통 유무와의 관계

근무 만족도와 스트레스와 요통 유무와의 관계는 업무의 과중도, 근무환

경, 휴식시간, 업무 스트레스 정도, 단조로움과 반복성 정도, 업무 후 피로

도, 업무 처리 능력, 동료간의 인간관계는 요통 유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통군에서 작업이 과중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 15.3% 보통이다 가

48.4% 과중하지 않은 편이다 가 36.3%였으며, 업무 스트레스는 받는 편이

다 가 31.8% 보통이다 가 45.2% 받지 않는 편이다 가 22.9%였으나 통계학적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 환경은 불량하다 가 8.9% 보통이다 가 63.7% 양호하다 가 27.4%였

으며, 단조로움과 반복성 정도는 많은 편이다 가 91.1% 보통이다 가 8.3%

없는 편이다 가 0.6%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업무후 피로도

는 느낀다 가 19.7% 보통이다 가 66.9% 느끼지 않는다 가 13.4%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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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근무 만족도, 스트레스와 요통 유무와의 관계

단위 : 명 (%)

근무만족도 요 통
계 t - test

스트레스 있다 없다

업무 과중도 과중하다 24 (15.3) 8 ( 8.6) 32 (12.8) 2.534

보통이다 76 (48.4) 46 (49.5) 122 (48.8) (P =0.282)

과중하지 않다 57 (36.3) 39 (41.9) 96 (38.4)

근 무 환 경 불량하다 14 ( 8.9) 9 ( 9.7) 23 ( 9.2) 0.302

보통이다 100 (63.7) 56 (60.2) 156 (62.4) (P=0.860)

양호하다 43 (27.4) 28 (30.1) 71 (28.4)

휴 식 시 간 부족하다 8 ( 5.1) 4 ( 4.3) 12 ( 4 .8) 1.062

보통이다 93 (59.2) 53 (57.0) 146 (58.4) (P=0.588)

충분하다 56 (35.7) 36 (38.7) 92 (36.8)

업무 받는 편이다 50 (31.8) 20 (21.5) 70 (32.3) 4 .59

스트레스 보통이다 71 (45.2) 42 (45.2) 113 (45.2) (P=0.101)

받지 않는 편이다 36 (22.9) 31 (33.3) 67 (26.8)

단조로움과 많은 편이다 143 (91.1) 79 (84.9) 222 (88.8) 2.211

반복성 보통이다 13 ( 8.3) 13 (14.0) 26 (10.4) (P=0.331)

없는 편이다 1 ( 0.6) 1 ( 1.1) 2 ( 0.8)

업무후 가끔 느낀다 31 (19.7) 19 (20.4) 50 (20.0) 0.129

피로도 보통이다 105 (66.9) 63 (67.8) 168 (67.2) (P=0.937)

느끼지 않는다 21 (13.4) 11 (11.8) 32 (12.8)

업무처리 능력 인정 못 받음 6 ( 3.8) 4 ( 4 .3) 10 ( 4 .0) 0.27

보통이다 48 (30.6) 30 (32.3) 78 (31.2) (P=0.874)

인정받는 편 103 (65.6) 59 (63.4) 162 (64.8)

동료간의 나쁜 편 17 (10.8) 12 (12.9) 29 (11.6) 0.37

인간관계 보통이다 20 (12.7) 13 (14.0) 33 (13.2) (P=0.831)

좋은 편 120 (76.4) 68 (73.1) 188 (75.2)

계 157 (62.8) 93 (37.2) 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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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통군의 요 통 양상

요통군의 요통원인은 업무 때문에가 39.5%, 원인불명이 25.5%로 많았으

며, 요통 지속 기간은 7일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다.

요통에 대한 치료는 무시하고 계속 활동하는 경우가 36.9%, 휴식을 취한

다가 31.8%였다(표 9).

표 9. 요통군의 요통 양상

단위 : 명 (%)

요 통 양 상 인원 (%)

요통지속기간 3일 - 7일 72 (45.9)

8일 - 60일 34 (21.7)

61일 - 90일 29 (18.5)

91일 이상 22 (14.0)

요통 원인 업무 때문에 62 (39.5)

과격한 운동 15 ( 9.6)

교 육 훈 련 7 ( 4 .5)

정신적 피로 8 ( 5.1)

원 인 불 명 40 (25.5)

기 타 25 (15.9)

치료 방법 무 시 58 (36.9)

약 국 10 ( 6.4)

한 의 원 7 ( 4 .5)

의 무 시 설 18 (11.5)

휴 식 50 (31.8)

기 타 14 ( 8.9)

계 1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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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통 인식도

요통에 대한 인식은 요통군에 46.5%가 심각한 병이다 고 하였으며 15.9%

가 대수롭지 않다 고 하였고, 37.6%가 모르겠다 라고 답하였지만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0).

표 10. 요통 인식과 요통 유무와의 관계

단위 : 명 (%)

요 통
요 통 인 식 도 계 X2

있다 없다

요통 인식도 심각한 병이다 73 (46.5) 47 (50.5) 120 (48.0) 0.933

대수롭지 않다 25 (15.9) 12 (12.9) 37 (14.8) (P =0.627)

모르겠다 59 (37.6) 34 (36.6) 93 (37.2)

계 157 (62.8) 93 (37.2) 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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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요통은 각 산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주로 활동량이 많은 젊은 시기에 다발

하여 생산성 감소에 주요한 작용을 하고(Row e, 1971), 그 원인은 매우 다양

하고 증상 또한 각 개인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직업과 연관성 규명이 힘들

어 직업성 질환으로써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본 조사에서 검문소 초병의 요통 경험률은 62.8%로 공병부대 근무사병의

요통 경험률 53.9%(양정목, 1996), 석탄 광산 근로자의 82.5%(김현숙, 1989),

사무직 근로자의 75%와 육체 노동자의 87.2%(박지환, 1990), 제조업 근로자

의 25%(김대환, 1993), 광부들에서 35%와 사무직 근로자의 58%(Lloyd,

1986),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Frymoyer (1980)의 설문 조사에 의한 요통

경험률 69.9%, Heliovaara(1989)의 설문 조사에 의한 75%, 영국인을 대상으

로 한 Anderson (1981)의 30% 등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처럼 각 보고마다

통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요통의 정의, 조사 대상자의 직종, 연구 기간, 대

상자의 특성, 자료 수집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며 요통 자체가 주관적인

것으로서 객관적인 검사를 한다 하여도 신뢰도에 제한점이 많기 때문일 것

으로 생각된다.

연령은 20대의 젊은 층으로 국한되므로 다른 연구와 비교하기 곤란한 점

이 있으나 다른 위에 제시한 문헌들(공병부대 사병)과 비교해 볼 때 요통발

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Kelsey 등(1990), De Girolamo(1991), 양정목(1996)

는 활동량이 많고 젊은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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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과 체중 등의 신체적 특성과 요통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결

과를 보이고 있는데 Tauber (1970)는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 보다,

Cu st 등(1970)는 과체중 혹은 저체중인 경우에 요통이 많았다고 했는데 본

조사에서 신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이 있었으나 체중에서는 통

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과 요통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학자(Roncarati와 McMullen,1988)가

있으며, Saraste와 Hultm an (1987)은 흡연하는 50대 남자에서만 유의성을 나

타냈는데, 본 조사에서는 흡연기간이 요통군에서 3.6년, 대조군에서는 2.9년

으로 요통군의 흡연기간이 길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건강상태와 요통과의 관련해서는 건강이 양호할수록 요통이 적었으며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Saraste와 Hultman (1987)의 양호한

건강집단에서 의료적 요구와 요통이 적다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Brow n (1975), Cady 등(1979)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요통이 적다고 보고하였으며, Nutter (1988)는 규칙적

인 운동이 근력과 지구력을 증강시켜 부적절한 생체 역학적 구조로 야기되

는 근력과 지구력을 증가시켜 부적절한 생체 역학적 구조로 야기되는 요통

을 예방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연수, 일일 근무시간, 작업 중 휴식시간 유무 등의 고용 상태와 요통

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장기간 중적 업무(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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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rk load)에 종사할수록 요통률이 높다는 보고(Lloyd Mh, 1986)가 있었으

며, 본 조사에서는 일일 근무시간과 요통 발생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 일과 이후 피로 정도는 요통군에서 86.6%, 대조군에서 88.2%로 높았지

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군 복무기간, 업무시간에 따라서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성이 없었다.

Magora(1972)는 상체를 구부려 몸통을 회전시키는 역학적 기전이 요부손

상을 일으키기 쉬우며, Farfan (1970) 역시 작업 도중 가급적 몸통 회전을 시

키지 말도록 생체 역학적 측면에서 경고하고 있으며, Videm an 등(1984)은

간호 조무사가 간호사에 비하여 몸통 회전과 구부리는 동작이 2배나 많아 요

통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대환(1993)도 환자군 78.9%, 대조군 66.9%로

환자군에서 비율이 높아 요통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몸통회전이 빈번한 것과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와 요통 관계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는데(이승재, 1985 ; 김현숙, 1989), 본 조사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김현숙(1989)의 보고

보다 낮게 보여졌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Damokot 등(1984)은 물건 드는 방법에 있어서 허리를 구부리기보다는

무릎을 이용하여 물건 들기를 권하고 있으며 요통군에서 허리를 구부려든다

58%, 무릎을 구부려 든다 가 17%, 허리와 무릎을 다 구부려 든다 가 25%로

보고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허리를 구부려 든다 가 39.5%, 무릎을 구부려

든다 가 10.2%, 허리와 무릎을 다 구부려 든다 가 48.4%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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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chem son (1975)은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들어올리면 허리에 가장 무리

가 되는 동작이라고 하고 무릎을 똑바로 펴고 허리를 구부려 들어올릴 때 추

간판 내압은 똑바로 섰을 때 나타나는 추간판 내압에 비해 5배 정도로 상승

되나 같은 중량을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똑바로 펴서 들어올리면 내압은 현

저히 감소된다고 하였다.

작업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요구할 때 근육이나 건에 손상을 주어

경전완 증후군과 요통을 일으키기 쉽다(Saraste와 Hultm an, 1987)고 하였는

데, 본 조사에서는 요통 유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진동과 소음의 요통과의 관련성을 보면 육체 노동자에게 요통의 큰 위험

인자로 지적하고(Hulshof와 Vamzanten, 1987), Kelsey(1975)의 작업시 진동

과 요통과의 관계에서 트럭 운전자는 사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4배의 요통 위

험 인자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진동과 소음이 요통 유

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만족도에 따른 요통 유병률은 작업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군에서

요통이 많았으며, 이는 Gau demaris 등(1986)의 육체 노동자에서 과다한 작

업량 등에서 요통이 많은 것과 일치하였지만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Gates와 Strarkey (1986)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요추 근육이 긴장하고 척

추 유연성이 감소되어 요추 손상을 받기 쉽다고 지적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군보다 받는 군에서 요통 경험률은 높았으나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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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Biering-Sorenson과 Thom ason 등(1986)과

일치하지 않았다.

동료 관계와 요통 경험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조사와 다른 연구 보고에 의해 일부 작업 환경 또는 노동 형태적 요인

은 작업과 연관되어 병사들에 발생되는 요통의 총체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기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병 선발 시 자신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보직 부여가 요구된다.

특히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병사들에 있어서는 입대 전 요통 유병 여부 등의

과거력을 확인하고 보직이 부여되어야 하겠다.

둘째, 평소에 지속적인 체력단련과 바른 자세유지가 필요하다. 일과이후

허리 근육 단련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과 휴식 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근무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근무장소에 대한 개선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적절한 조화로 근무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근

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본 조사는 현재까지 요통에 관하여 이루어진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마찬

가지로 병사 스스로의 응답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석상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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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백한 객관적 근거나 임상적 소견에 입각한 것이 아닌 주관적 자각

증상에 의하여 요통군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요통 발생률이나 유병률 등의

정확한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미흡하고 신뢰성이 제한되므로 향후 보완적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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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이 연구는 일부 검문소에서 근무중인 초병들의 요통에 관한 요인을 파악

하여 적절한 요통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있

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5개 검문소 초병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

간은 2000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조사목적

을 위해 고안된 자기 응답식 설문지로 측정하여 285매(95%)를 회수하였고,

이 중 250매(88%)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 ency)을 실시하였고, 각 특성에 따른 요통유무의 관련성 여부

를 위해 교차분석(crosstabs) 등을 실시하여 X2 검정과 t 검정을 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요통 경험률은 62.8%였다.

2. 일반적 특성과 요통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신장, 학력, 흡연기간은 통계

학적 유의성은 있었으나, 체중, 계급, 건강상태, 수면자세, 규칙적인 운

동과는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3. 직업적 특성과 요통과의 관계에서 입대 전 직업, 군 복무기간, 업무시

간과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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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통과 관련 깊었던 신체행위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자세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으나, 근무중 신체자세, 허리를 구부리거나 몸

통을 돌리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정도, 몸의 진동, 소

음, 장비사용, 업무후 휴식자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근무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요통 경험률은 업무의 과중도, 근무환

경, 휴식시간, 업무 스트레스 정도, 단조롭고 반복성 정도, 업무후 피로

도, 업무처리능력 인정정도, 동료간의 인간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6. 요통 지속기간은 7일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요통의 원인은 업

무(39.5%), 원인불명(25.5%), 과격한 운동, 정신적 피로, 교육훈련의 순

이었고 치료방법은 무시하거나 계속 활동한다가 36.9%, 휴식을 취한다

고 답한 군이 31.8%이었고, 22.4%만이 의료혜택을 받았다.

7. 요통 인식도는 요통군에서 46.5%가 심각한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병들의 요통 발생은 무거운 물건을 들

어올리는 자세가 중요한 신체적 요인이고, 이와 동반되는 심리적 요인의 복

합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요통의 예방과 치료는 단순한 신체적 질환으로 관

리될 것이 아니라 여러 정신·사회적 변수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 병인으로 나타난 허리에 무게가 가해지는 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검문소 초병들의 요통 발생과 관계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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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재활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

다.

이 설문지는 병사들의 요통발생요인을 조사하여 군 생활의 건강증진 기

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귀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 내용은 컴

퓨터로 통계처리 되어, 적절한 요통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심 성의껏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2000년 5월 일

연 세 대 학 교 보 건 대 학 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재활보건전공

대 위 오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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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당신의 일반사항과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또는 내용을 -----에 기입해 주십시오.

1. 연령 : 만 세

2. 신장 : ㎝

3. 체중 : 입대 전 Kg, 현재 Kg

4. 계급 :

5. 복무기간 :

6. 입대 전 직업 :

7. 입대 후 맡고 있는 수행업무는 :

8. 하루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은 :

평균 업무시간 시간, 업무 후 휴식시간 시간

9. 학력

① 고졸 ② 전재 ③ 전졸 ④ 대재 ⑤ 대졸 이상

10.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11.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피우신다면 하루 흡연량 개비, 흡연하신 기간 년 개월

12. 잠잘 때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① 바로 누운 자세 ② 엎드린 자세 ③ 옆으로 누운 자세

④ 일정하기 않다

13. 일과 이후에 운동을 하십니까?

①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다 ② 가끔 한다 ③ 규칙적으로 한다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운동시간과 운동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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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당신의 수행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십시오.

1. 업무중 주로 어떤 자세입니까?

① 부동자세로 서 있는다 ② 선 자세에서 약간씩 움직인다

③ 걸으면서 일한다 ④ 앉았다 섰다 교대로 일한다

2. 업무중 허리를 구부리거나 몸통을 좌우로 자주 돌립니까?

① 예 ② 가끔 ③ 아니오

3.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운반합니까?

① 예 ② 가끔 ③ 아니오

4.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① 허리를 구부려서 든다 ② 무릎을 구부려서 든다

③ 허리와 무릎을 다 구부려서 든다

5. 몸이 흔들리거나 진동을 자주 느낍니까?

① 예 ② 가끔 ③ 아니오

6. 업무중 심한 소음에 자주 시달립니까?

① 예 ② 가끔 ③ 아니오

7.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까?

① 예 ② 가끔 ③ 아니오

8. 업무후 휴식시 어떤 자세로 쉽니까?

① 허리를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대고 바로 앉는다

② 비스듬히 걸터앉는다 ③ 눕는다 ④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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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당신의 근무만족도와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십시오.

1.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지금의 근무환경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휴식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현재 맡은 일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입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일과 후 업무로 인해 피로를 느낍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업무를 잘한다고 부대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현재 군 생활에 있어 동료간에 관계는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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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당신의 요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또는 내용을 -----에 기입해 주십시오.

1. 최근 1개월 사이에 허리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7번으로 가시오) ② 있다

없다면 그 이전에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까?

① 아니오 (7번으로 가시오) ② 예

※ 다음은 허리에 통증이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분만 대답하십시오

2. 처음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년 전, 혹은 세 때부터

3.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진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 입대 전 년 전, 입대 후 개월 후

있다면 그 때 받은 병명은?

4. 허리가 아팠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2일 ② 3∼7일 ③ 8일∼1개월 미만

④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⑤ 3개월 이상

5. 허리가 왜 아프다고 생각합니까?

① 업무 때문에 ② 과격한 운동으로 ③ 교육훈련으로

④ 정신적으로 피로해서 ⑤ 원인을 모르겠다 ⑥ 기타

6. 허리가 아플때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① 무시하고 계속 활동 ② 약국 이용 ③ 한의원 이용

④ 의무시설 이용 ⑤ 휴식 ⑥ 기타

7. 요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병이다 ② 잘 치유되며 대수롭지 않다

③ 모르겠다

※ 기타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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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T

Low -Back Pain in the soldiers w ho w ork for sentry u nits

Jae - Wook O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 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Il Park, M. D., Ph . 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cau ses of low back pain

among the soldiers who w ork for sentry units and to u se this data as

basis for the rehabilitation .

Qu estionaires w ere given to 300 soldiers in five sentry units in Kyong

gi-Do from 8th to 10th of May, 2000.

Ninety-five p ercentage of the qu estionaires w ere returned and

eighty-eight p ercentage of them w ere u 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w ere as follow s.

1. 62.8% exp erienced low back p 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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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ow back pain w as found in

age, height, education, smoking duration, but no relationship w as

found in w eight, rank, health statu s, sleeping p osture, exercise rate.

3. Concerning occup ation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ionship w as

not found betw een low back pain and job characteristics, service

duration in the army and w orking hours.

4. Lefting posture w as found to be relevant factors in low back p ain

development, but no relation with w orking posture, forw ard

bending, lefting rate, vibration, noise, u sing equipment, and resting

p osture.

5. Job satisfaction and job-related stress w ere not found to be

statistically related .

6. In 45.9% of the low back pain group, the cau sative factor w as not

found . Som e of the cau se w ere found in w ork (39.5%), cau se

obscurity, sp orts activities, p sychological stress and training.

36.9% of the low back p ain group answ ered that they neglected

treatment and continued their daily activities after the onset of the

p ain, 31.8% answ ered that they rested and 22.4% answ ered that they

received m edical treatm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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