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방사선과의 방사선사

근골격계 증상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김   태   수



진단방사선과의 방사선사

근골격계 증상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 노   재   훈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김    태    수



감사의 

  벌써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처음 입학 할 때에는 보이지도 않던 그 길이 

벌써 이 한편의 논문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힘들고 어렵기만 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행복하게 보이고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아낌없

는 도움을 감사드립니다. 

  산업보건학과에 입학하여 늘 아낌없는 조언과 믿음으로 격려해 주신 노

재훈 교수님과 이 논문의 기틀을 잡아 주시고 세심한 조언과 지도로 논문

의 완성을 도와주신 박정일 교수님과 김규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김치년 교수님, 자료분석과 진행방

향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형렬 선생님, 주선숙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

의 말 을 드립니다. 같이 졸업을 못하게 되어서 서운해 하던 동기생들의 

깊은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백존

엽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애정으로 관심을 주고 지지해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그 어

떤 감사의 말 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사랑으로 만나서 변

함없는 모습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용기를 주고 사랑과 충고로 제가 살아가

는 힘이 되어준 제 아내 이윤미에게 이 모든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며

2003년 12월

김태수 올림 



차     례

국문 요약 ·················································································································ⅰ

Ⅰ. 서 론 ····················································································································1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5

   1. 연구 대상 ········································································································5

   2. 조사 방법 ········································································································5

   3. 분석 방법 ········································································································6

Ⅲ. 연구 결과 ············································································································8

   1. 일반적 특성 ····································································································8

   2. 근골격계 자각 증상 ····················································································10

   3. 근골격계 증상의 향 요인 ······································································16

Ⅳ. 고  찰 ················································································································20

Ⅴ. 결  론 ················································································································25

참고 문헌 ·················································································································27

부    록 ···················································································································31

문 초록 ·················································································································37



표  차  례

표 1. 일반적 특성 ···································································································9

표 2. 근골격계 증상 부위 ···················································································10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부위의 호소율 ···························11

표 4. 생활 습관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부위의 호소율 ·······························12

표 5. 사회적․정신적 요인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부위의 호소율 ···········13

표 6. 근무관련 요인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부위의 호소율 ·······················15

표 7. 증상 호소율에 향을 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17

표 8. 증상 호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변량 분석 ······················19



- i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병원내 방사선사중 진단 방사선과에서 작업을 하는 방사선사

를 대상으로 일반적 요인, 생활습관 관련 요인, Karasek의 Job strain 

model을 이용한 사회적․정신적 관련 요인과 근무 관련 요인 그리고 

NIOSH의 표준화된 근골격계 증상 호소부위 설문지를 자기 기입식 방법으

로 근골격계 통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10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3개소의 진단방

사선과의 방사선사 117명이 다. 조사대상자의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

율은 하지가 20명 (17.1%)으로 가장 많았고 어깨 18명 (15.38%), 손․손목 

14명 (11.97%), 허리  11명 (9.4%), 목 10명 (8.55%), 팔꿈치 5명 (4.27%)의 

순이었다. 

  증상 호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주기적 운동, 육체적 강도, 사

회적 지지, 직무 자율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 요인인데, 성별에 따

른 증상호소율은 여성에게서 전체 증상과 어깨, 목, 허리, 하지에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고 높았다. 주기적 운동은 어깨에서 운동을 안하는 대상자에게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육체적 강도는 육체적 피로가 높은 대

상자에게서 전체 증상, 손․손목, 목, 하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전체 증상과 손․손목, 전완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고, 직무 자율성이 높을 때 손․손목과 허리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방사선사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촬 실 근무자가 다른 부서보다 활동량

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증상의 호소가 높았고, 남성과 여성에서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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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나 힘의 차이가 있지만 근무지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주어주기 때문에 

여성에서 증상호소가 높았다. 이러한 통증의 호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골

격계 부담요인이 적은 부서와 높은 부서간의 근무 순환이나 여성을 배려하

는 근무 배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학적인 검사와 인간공학적 평가 등의 객관적인 조사를 시

행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자기 기입식 방법에 의해 주관적인 근골격계 증상 

상태만을 표시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자각 증상과 의학적인 검사, 그리고 인간공학적 평가 등을 동

반해서 위험 요인을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핵심어 : 근골격계 증상, 방사선사, 위험요인, 육체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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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나라는 과거 섬유, 신발 등의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과학의 다양한 

발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반도체 등의 고도의 전문화, 자동화 및 세분화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동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급속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순 반복 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지속

적인 반복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

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다

리 등에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건강장해인 근골격계 질

환이 발생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작업과 관련하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

리, 다리 등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하여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나타

나는 근육 골격계의 만성적 건강 장해를 말하는데, 적어도 1주일 이상 또

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증상이 존재하고 동일한 신체 부

위에 유사 질병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때로 정의하고 있으며(NIOSH, 1990),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을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

로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고시, 제 2000-72).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장애는 

반복되는 외부의 작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점진적으로 신체의 일부

가 손상을 받는 근골격계 질환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지속

적 반복동작에 의하여 근육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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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고(Maeda 등, 1977), 주로 자각증상으

로 시작하여 만성 퇴행성 변화의 경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질환

은 병변이 난치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의학

적 특수성 때문에 작업부담에 근거한 자각증상이 병상과 병형의 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윤철수와 이세훈, 1999).  미국의 경우 ‘OSHA 200 

Logs'에 의해서 집계된 직업병 통계에 의하면 2000년 기준 근골격계 질환

자는 총 577,800건 이상으로 전체 질병건수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 많

은 비율을 차지한 업종의 순서는 서비스업 총150,800건(약 26%), 제조업 

140,600건(약 24%), 그리고 일반 소매업이 88,200건(약 15%)으로 보고 되

어 있다(OSHA. 2002). 

  우리의 경우는 1989년 방송국에서 타자수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상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직업병으로 처음 인정받은 이후 2000

년 815명, 2001년 1634명, 2002년 18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노동부. 2003). 이렇듯 꾸준히 증가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전화교환원(박정일 등, 1989), 포장작

업자(이원진 등, 1992), 자동차공장 작업자(김철홍 등, 2000), 전기 전자 제

조업체 근로자(김규상 등, 2001), 조선소 작업자(채홍재 등, 2002) 등 다양

한 직종에서 연구를 해왔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

구가 일반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병원에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병원업무의 특성상 자동화 

기계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양한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업무에 따라

서 위험인자에 노출되고 있다. 병원에 존재하는 위험인자는 전기, 열, 소음, 

방사선 등의 물리적 인자와 방부제, 살균 및 소독제, 실험 시약이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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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의약품 등의 화학적 위험인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관

련된 생물학적 위험인자, 환자의 이동이나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 등과 관련된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교대 근무와 병원 조직

내의 갈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Jeanne, 

1998).

  미국의 노동부 통계청(Bureau of Labor Stastics)에 의하면 2001년 전체 

522,528명의 근골격계 질환자 중 약 54,973명의 병원종사자가 근골격계 질

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SHA, 2002). 병원종사자들의 근골격

계 질환은 환자의 이동이나 물품운반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세

(inapppropriate posture) 및 간호방법(Handling technic)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88). 하지

만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의 연구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간호사에 대한 근

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어강희, 2001), (김준성과 이원철, 1994)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서 치과기공사(이준석, 2001), 병원종사자(조권환, 2002)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근골격계 부담요인으로 근무 중 

휴식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종일 반복 작업을 하고 무거운 장비나 환자의 

이송, 또한 종일 서서 작업을 하는 특성 때문에 적극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에 관련요인

을 알아보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

하 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방사선사의 근골격계 자각증상 부위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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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방사선사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관련요인 및 사회적․정신적 

관련요인, 근무 관련요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 호소율의 차이를 알아보고,

  셋째, 방사선사의 근골격계 증상호소에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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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시 소재 10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3개소의 진단방사선과에서 직

무특성에 따라서 일반 촬 , 투시․혈관조  촬  및 CT․MRI 촬  3개

의 부서로 나누어 2003년 10월 15일부터 동년 11월 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150명에게 배부하여 설문에 응답한 117명의 방사선

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 다. 응답률은 78%이었다.

  2. 조사 방법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관련요인, 사회적․정신적 관련요인, 

근무관련 요인과 근골격계 자각 증상 부위을 포함한 5개 부분으로 구성하

다.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의 유무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 다.

  나. 생활 습관 관련 요인 

    생활 습관 관련요인으로 흡연의 유무, 주기적인 운동, 가사 노동의 시

간 및 육체적 근무의 강도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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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적․정신적 관련요인

    사회적․정신적 관련요인은 Karasek(1979)에 의해 제안된 job strain 

model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점수 산정을 하 다. 사회

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 요구도란 일에 향을 주는 모

든 스트레스 인자를 포함하는데 직무 요구도 점수가 높은 집단은 직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 자율성이란 숙련기술의 

사용여부, 시간분배 조절, 조직 정책의 결정에 참여와 같은 직무내용을 의

미한다. 

  라. 근무 관련 요인

    근무 관련 요인으로는 현 근무 부서, 총 근무경력, 근무 시간, 휴식시

간의 유무, 근무 형태를 조사하 다. 

  마. 근골격계 자각 증상 부위

    근골격계 자각 증상 부위는 통증이 1주일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한

달에 한번 이상 나타나는 대상자를 자각 증상이 있음으로 판단하 으며 

손․손목, 팔꿈치, 목, 어깨, 허리와 하지의 부위별로 조사하 다.

3. 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AS/6.12 version을 이용하 다. 일반적 특성, 

근무 관련요인, 생활습관 관련요인 및 사회적․정신적 관련요인과 근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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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각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근골격계 자각 증상 부위를 χ² 검정와 로지

스틱 다중회귀분석으로 통계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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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 방사선사 총 117명의 성별은 남자가 86명(73.5%)이었으며, 

여자는 31명(26.5%)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34세 이하가 68명(58.1%)이고 

35세 이상이 49명(41.9%)이다. 결혼은 미혼이 43명(36.8%)이고 기혼이 74

명(63.3%)이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42명(35.9%)이었고 비흡연자는 75명(64.1%)이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71명(60.7%)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46명

(39.3%)이었다. 육체적 노동 강도가 힘든 자가 26명(22.2%)이었고 안 힘들

다고 한 자가 91명(77.8%)이었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대상자는 62명(54.4%)이고 높은 대상자는 52명

(45.6%)이다. 직무 요구도는 낮은 대상자가 57명(50%) 높은 대상자 57명

(50%)이었다. 직무 자율성이 낮은 대상자는 59명(51.8%)이고 높은 대상자

는 55명(48.2%)이었다.

  근무 부서는 일반촬  근무자 41명(35%), 투시․혈관조  근무자 29명

(24.7%), CT․MRI 근무자 47명(40.7%)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 이

하가 72명(61.5%)이고 44시간 초과 근무자는 45명(38.5%)이었다. 근무형태

는 비교대 근무가 67명(57.3%)이고 교대 근무가 50명(42.7%)이다. 근무경

력은 5년 미만이 34명(29.1%)이고 5년∼9년 경력이 41명(35.0%) 그리고 10

년 이상 경력이 42명(35.9%)이었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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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

구  분 수 (n=117) %

일반적 특성

성별 남자 86 73.5

여자 31 26.5

연령 분포 34세 이하 68 58.1

35세 이상 49 41.9

결혼 유무 미혼 43 36.7 

기혼 74 63.3

생활 습관 요인

흡연 유무 흡연 42 35.9

비흡연 75 64.1

규칙적인 운동 한다 71 60.7

안한다 46 39.3

가사 노동 2시간 미만 86 73.5

2시간 이상 31 26.5

육체적 강도 안힘듦 91 77.8

힘듦 26 22.2

사회적․정신적 요인

사회적 지지 낮음 62 54.4

높음 52 45.6

직무 요구도 낮음 57 50.0

높음 57 50.0

직무 자율성 낮음 59 51.8

높음 55 48.2

근무 관련 요인

근무 부서 일반촬 41 35.1

투시․혈관조 29 24.7

CT․MRI 47 40.7

주당 근무시간 44시간 이하 72 61.5

44시간 초과 45 38.5

근무 형태 비교대 67 57.3

교  대 50 42.7

근무경력 5년 미만 34 29.1

5년∼9년 41 35.0

10년 이상 42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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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골격계 자각 증상

  가.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는 전체 117명중에서 총 36명(30.8%)

이 통증을 호소하 고, 증상 호소의 부위는 하지가 20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깨 18명(15.4%), 손․손목 14명(12.0%), 허리  11명

(9.4%), 목 10명(8.6%), 팔꿈치 5명(4.3%)의 순서 다(표 2).

표 2.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증상 호소 부위 증상자 수(n=117) 백분율 (%)

근골격계 증상 호소 36 30.8

신체 부위에 

따른 증상호소

손․손목 14 12.0

 팔꿈치 5 4.3

 어깨 18 15.4

 목 10 8.6

 허리 11 9.4

 하지 2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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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일반적 특성과 각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호소율과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단변량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전체 증상 호소와 어깨, 목, 허리, 하지

의 증상 호소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증상 호소율이 높았고, 결혼과 연령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 P < 0.05;  n(%); (  )는 각 군별 대상자에 대한 비율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변수 구분 수 근골격계증상
신체 부위별 증상

손․손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하지

성별 남자 86 17(19.8)* 8(9.3) 8(3.5) 5(5.8)* 4(4.7)* 4(4.7)* 7(8.1)*

여자 31 19(61.3) 6(19.4) 2(6.5) 13(41.9) 6(19.4) 7(22.6) 13(41.9)

결혼 미혼 43 16(37.2) 5(11.6) 1(2.3) 9(20.9) 3(7.0) 3(7.0) 8(18.6)

기혼 74 20(27.0) 9(12.2) 4(5.1) 9(12.2) 7(9.5) 8(10.8) 12(16.2)

연령 34세이하 68 22(32.4) 7(10.3) 2(2.9) 14(20.6) 6(8.8) 6(8.8) 12(17.7)

40세이상 49 14(28.6) 7(14.3) 3(6.1) 4(8.2) 4(8.2) 5(10.2) 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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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활 습관에 따른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생활 습관에 대하여 흡연, 주기적인 운동, 가사노동과 육체적 노동 강

도에 대한 통계학적 평가를 시행하 는데, 육체적 강도에서 전체 증상 호

소자와 손․손목, 목, 하지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통계학적으

로 높았다. 흡연과 규칙적인 운동과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표 4).

,p<0.05; n(%); (  )는 각 군별 대상자에 대한 비율

표 4. 생활 습관에 따른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건강

습관
구분 수 근골격계증상

신체부위별 증상

손․손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하지

흡연
흡연 42 9(21.4) 3(7.1) 2(4.8) 4(9.5) 2(4.8) 4(9.5) 4(9.5)

비흡연 75 27(36.0) 11(17.2) 3(4.7) 14(21.9) 8(12.5) 7(10.9) 16(25.0)

규칙적

운동 

한다 71 20(28.2) 8(11.3) 3(4.2) 10(14.1) 5(7.0) 5(7.0) 11(15.5)

안한다 46 16(34.8) 6(13.0) 2(4.4) 8(17.4) 5(10.9) 6(13.0) 9(19.6)

가사

노동

2시간미만 86 28(32.6) 11(12.8) 5(5.8) 15(17.4) 7(8.1) 7(8.1) 14(16.3)

2시간이상 31 8(25.8) 3(9.7) 0 3(9.7) 3(9.7) 4(12.9) 6(19.4)

육체적 

강도

안힘듦 91 20(22.0)* 7(7.7)* 3(3.3) 11(12.1) 5(5.5)* 6(6.6) 12(13.2)*

힘듦 26 16(61.5) 7(26.9) 2(7.7) 7(26.9) 5(19.2) 5(19.2) 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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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회적․정신적 요인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부위의 호소율

    사회적․정신적 관련요인을 사회적 지지와 직무 요구도, 직무 자율성

에 대하여 근골격계 증상 부위의 호소율에 대하여 조사하 다. 사회적 지

지에서 전체 증상 호소와 손․손목과 팔꿈치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는데, 전체 증상 호소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38.7%이

고 높을 때 19.2%이었고, 손․손목에서는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17.7%이고 높을 때 3.9%이었다. 팔꿈치에서는 사회적 지

지가 낮을 때 8.1%, 높을 때 0%이었다.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자율성에 대

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 p<0.05; n(%)=114; (  )은 각 군별 대상자에 대한 비율

표 5. 사회적․정신적 요인에 따른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변수 구분  수 근골격계증상
신체부위별 증상

손․손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하지

사회적 

지지

낮음 62 24(38.7)* 11(17.7)* 5(8.1)* 12(19.4) 7(11.3) 7(11.3) 11(17.7)

높음 52 10(19.2) 2(3.9) 0 5(9.6) 2(3.9) 3(5.8) 8(15.4)

직무

요구도

낮음 57 13(22.8) 5(8.8) 3(5.3) 8(14.0) 4(7.0) 4(7.0) 9(15.8)

높음 57 21(36.8) 8(14.0) 2(3.5) 9(15.8) 5(8.8) 6(10.5) 10(17.5)

직무 

자율성

낮음 59 18(30.5) 5(8.5) 3(5.1) 10(17.0) 4(6.8) 3(5.1) 12(20.3)

높음 55 16(29.1) 8(14.6) 2(3.6) 7(12.7) 5(9.1) 7(12.7) 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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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근무 관련 요인에 따른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근무 부서별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을 보면 전완과 어깨, 

목, 허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손․손목과 하

지 부위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손․손목에서는 일

반촬  22.0%, 투시․혈관조  6.9%, CT․MRI 6.4%의 순으로 통계학적인 

차이가 있었고, 하지에서는 투시․혈관조  27.6%, 일반촬  22.0%, CT․

MRI 6.4%의 순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당 근무 시간에 따른 신체 부위별 증상 호소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교대 근무에 따른 신체 부위별 증상 호소율은 하지 부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비교대 근무 25.4%, 3교대 근무 8.3%, 

2교대 근무 5.3%의 순이었다.

  근무 경력에 따른 각 신체 부위별 증상 호소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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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n(%); (  )는 각 군별 대상자에 대한 비율

 

표 6. 근무관련 요인에 따른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변수 구분 수 근골격계증상
신체부위별 증상

손․손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하지

부서

일반촬 41 17(41.5) 9(22.0)* 3(7.3) 9(22.0) 5(12.2) 7(17.1) 9(22.0)*

투시촬 29 10(34.5) 2(6.9) 1(3.5) 4 (13.8) 1(3.5) 2(6.9) 8(27.6)

CT․MRI 47 9(19.2) 3(6.4) 1(2.1) 5 (10.6) 4(8.5) 2(4.3) 3(6.4)

근무시간

(주당)

44시간이하 72 24(33.3) 10(13.9) 3(4.2) 13(18.1) 7(9.7) 9(12.5) 13(18.1)

44시간초과 45 12(26.7) 4(8.9) 2(4.4) 5(11.1) 3(6.7) 2(4.4) 7(15.6)

교대근무

비교대 67 25(37.3) 10(14.9) 4(6.0) 13(19.4) 6(9.0) 7(10.5) 17(25.4)*

교대 50 11(22.0) 4(8.0) 1(2.0) 5(10.0) 4(8.0) 4(8.0) 3(6.0)

경 력

5년 미만 34 14(41.2) 4(11.8) 1(2.9) 8(23.5) 2(5.9) 2(5.9) 7(20.6)

5∼10년 41 10(24.4) 4(9.8) 1(2.44) 6(14.6) 4(9.8) 4(9.8) 6(14.6)

10년 이상 42 12(28.6) 6(14,3) 3(7.14) 4(9.5) 4(9.5) 5(11.9) 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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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골격계 증상의 향 요인

  가.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에 관한 다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을 위해 증상 호소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결혼, 흡연, 주기적 운동, 평균가사 시간, 육체적 강도, 사회적지지, 직무 요

구도, 직무 자율성, 근무 경력, 근무 부서, 주당 근무 시간, 근무 형태를 독

립변수로 선택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각 위험요인의 비

차비를 구하 다.

  증상 호소에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성별과 육체적 강도, 주기적인 

운동,사회적 지지, 직무 자율성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의 비차비는 10.48(95% CI=2.61- 

51.78)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주기적 운동은 운동을 한다

를 기준으로 안할 때 비차비 6.11(95% CI=1.60-28.38)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요인이었고, 육체적 강도에 대한 비차비는 8.95(95% CI=2.38-40.27)로 

증상 호소율에 향을 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으며, 사회적 지

지에 대한 비차비는 0.2(95% CI=0.05-0.7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직

무 자율성은 낮을때를 기준으로 높을때 비차비 3.70(95% CI=1.16-13.41)로 

통계학적으로 증상 호소율에 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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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표 7. 증상 호소율에 향을 주는 다변량 분석

변   수 PE SE OR 95%CI

성   별

(남성=0)
2.34 0.75 10.48* 2.61 - 51.79

연  령

(34세 이하=0)
-0.51 0.69 0.60 0.15 - 2.37 

결  혼

(미혼=0)
0.01 1.01 1.01 0.15 -8.43

흡  연

(비흡연=0)
0.53 0.68 1.70 0.45 - 6.76

주기적 운동 

( 한다 = 0 )
1.81 0.72 6.11* 1.60 - 28.38

평균 가사 시간

( 2시간 미만=0)
-1.10 0.77 0.33 0.07 - 1,41

육체적 강도 

(안힘듦=0)
2.19 0.71 8.95* 2.38 - 40.27

사회적지지

(낮을때=0)
-1.60 0.69 0.20* 0.05 - 0.74*

직무 요구도

(낮을때=0)
-0.32 0.62 0.72 0.20 - 2.41

직무 자율성

(낮을때=0)
1.31 0.62 3.70* 1.16 - 13.41

근 무

부 서

(일반=0)

투시촬 -0.01 0.71 0.99 0.24 - 4.00

CT․MRI -1.04 0.81 0.35 0.07 - 1.75

근무경력

(5년미만=0)

5-10년 0.39 1.11 1.48 0.16 - 13.68

10이상 1.16 1.40 3.19 0.22 - 56.76

주당근무시간

(44시간 이하=0)
0.54 0.62 1.72 0.51 - 6.06

근무형태

(교대=0)
-0.72 0.70 0.49 0.12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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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에 관한 다변량 분석

    각 신체 부위별 증상 호소율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위험 요인

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 다.

  손․손목에서 통증에 향을 미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은 

직무 자율성이었는데, 직무 자율성은 낮을때를 기준으로 높을 때  비차비

가 18.23(95% CI=2.74- 224.68)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이었다. 

팔꿈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은 없었다. 어깨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은 성별과 주기적인 운동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에서 비차비 63.13(95% CI=7.15-999.00)이었고, 주기적인 운

동은 운동을 한다를 기준으로 안 할 때의 비차비가 14.91(95% 

CI=2.16-173.7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이었다. 목 부위에서는 

성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이었으며, 성별은 여성에 대한 비차

비는 12.03(95% CI=1.35-162.54)이었다. 허리에 대한 위험 요인 중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성별, 직무 자율성, 현 근무부서이었는데, 성별

은 여성에 대한 비차비가 425.80(95% CI=13.85-999.00)이었고, 직무 자율성

에서는 자율성이 높을 때 비차비가 156.07(95% CI=6.06-999.00)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변수이었고, 근무부서는 일반촬 실을 기준으로 투시촬 이 

0.03(95% CI=0.001-0.55)이고 CT․MRI이 0.003(95% CI=0.000-0.27)이었다. 

하지에 대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성별로 여성에 대한 비차비가 

10.66(95% CI=2.238-71.86)이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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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증상 호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변량 분석

변   수

손․손목 어  깨 목 허  리 하  지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성   별

(남성=0)
4.16 0.54-

40.92
63.13*

7.15-

999.00
12.03*

1.35-

162.54

425.80

*

13.85-

999.00
10.67*

2.24-

71.86

연  령

(34세 이하=0)
1.78 0.18-

22.92
0.14

0.015-

0.95
0.38

0.032-

3.47
0.22

0.006-

4.66
1.58

0.32-

8.93

결혼

(미혼=0)
0.46

0.02-

14.58
8.43

0.42-

306.87
1.94

0.08-

106.07
0.82

0.008-

80.32
0.61

0.03-

16.20

흡연

(비흡연=0)
2.74

0.39-

23.59
0.55

0.06-

3.95
1.46

0.182-

14.36
0.08

0.001-

1.04
2.27

0.38-

16.11

주기적 운동

(한다=0)
3.64

0.38-
44.97 14.91*

2.16-

173.71
10.05

0.93-

210.79
25.12

0.83-

999.00
4.94

0.86-

35.08

가사노동

(2시간미만=0)
0.16 0.009-

1.55
0.14

0.01-

1.14
0.50

0.04-

4.27
0.29

0.007-

5.86
0.74

0.11-

4.29

육체적 강도

(안힘듦=0)
9.37

1.30-
120.38 3.27

0.59-

20.40
10.90

1.15-

211.85
15.61

1.06-

965.47
2.99

0.67-

14.14

사회적지지

(낮을때=0)
0.05

0.002-
0.46 0.47

0.07-

2.81
0.20

0.017-

1.395
0.21

0.01-

2.28
0.62

0.11-

3.09

직무요구도

(낮을때=0)
1.00

0.11-
8.35 0.48

0.08-

2.41
0.43

0.04-

3.29
1.46

0.10-

27.73
0.79

0.17-

3.40

직무자율성

(낮을때=0)
18.24* 2.74-

224.68
3.57

0.63-

27.98
7.31

0.96-

112.76

156.07

*

6.06-

999.00
0.95

0.22-

4.17

근 무

부 서

(일반=0)

투시

촬
0.19

0.01-

1.715
0.36

0.04-

2.58
0.19

0.007-

2.39
0.03*

0.001-

0.549
1.70

0.35-

8.66

CT․

MRI
 0.11

0.006-

1.09
0.76

0.09-

6.43
1.08

0.06-

19.01
0.003*

0.00-

0.27
0.27

0.03-

2.00

근무 

경력

5년- 

10년
11.03

0.44-

426.06
0.99

0.05-

20.57
10.97

0.25-

746.27
999.00

3.07-

999.00
1.40

0.06-

27.30

10년

이상
4.56

0.09-

318.77
1.64

0.05-

68.31
18.98

0.25-

999.00
999.00

2.25-

999.00
2.20

0.05-

92.54

근무 시간

(44시간 이하=0)
0.70

0.10-

4.44
1.30

0.26-

7.05
2.39

0.30-

20.88
4.67

0.16-

323.81
4.55

0.99-

24.60

근무 형태

(교대=0)
0.39

0.04-
2.83 0.33

0.04-
2.01 0.29

0.016-
3.22 1.76

0.06-
36.03 0.21

0.0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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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병원 종사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인

간공학적인 위험인자 등에 노출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정신

적, 육체적인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이러한 위험인자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전화교환원이나 생산 시설 공정 작업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를 병원내 방사선사중 

진단 방사선과에서 작업을 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요인, 생활습

관 관련 요인, Karasek의 Job strain model을 이용한 사회적․정신적 관련 

요인과 근무 관련 요인 그리고 NIOSH의 표준화된 근골격계 증상 호소부

위 설문지를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근골격계 통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

다.

  사회적․정신적 관련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직무 요구도, 직무 자율성

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직무 요구도란 일

에 향을 주는 모든 스트레스 인자를 포함하는데 직무 요구도 점수가 높

은 집단은 직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무 

자율성이란 숙련기술의 사용여부, 시간분배 조절, 조직 정책의 결정에 참여

와 같은 직무내용을 의미한다(Karasek 1979). 그리고 통증은 1주일에 한번 

이상 지속되거나 1주일이상 통증이 계속되었을 때를 통증의 자각 증상이 

있음으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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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10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3개소의 진단

방사선과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하여 117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조사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호소율은 하지가 20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어깨 18명(15.4%), 손․손목 14명(12.0%), 허리 11명(9.4%), 목 

10명(8.6%), 팔꿈치 5명(4.3%)의 순이었다. 이는 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채홍재 등(2002)의 연구에서 허리(23.1%), 어깨(12.1%), 상지(9.1%), 하

지(0%)의 순서와 자동차 공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김철홍 등(2000)의 연

구에서 어깨(37.6%), 목(33.7%), 손(30.1%), 허리(29.1%)의 순서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어강희(2001)의 허리(56.6%), 다리(47.7%), 어깨(35.0%), 목

(25.5%), 팔․손목(21.1%)의 순서 그리고 치과 기공사를 대상으로한 이준

석(2001)의 어깨(39.7%), 허리(35.6%), 목(33.8%)의 순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서서하는 작업의 업무특성상 업무내용에 따라서 신체중 

주로 사용하고 손상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일 것라고 생각된다. 증상을 

호소하는 전체 대상자는 총 36명(30.8%)이 는데 이는 이준석의 치과 기공

사의 증상 유병율 59.3%, 김준성의 간호사의 요통 증상 유병율 54.6%, 그

리고 김형렬의 의료서비스업 VDT 작업자의 어깨 부위의 증상 유병율 

95.7%보다 낮았다.

  성별에 따른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호소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어깨, 

목, 허리 및 하지에서 통증 호소율이 높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이

는 유송희(1999)의 여성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에 관한 연구와 

김양옥 등(1995), Bernard 등(1994), 김형렬 등(2003)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서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율이 더 높다고 한 연구와 동일하 다. 일반적으

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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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업무를 주어지면 사용하는 근육과 골격

에 피로가 더 쉽게 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결혼과 

연령에 따른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호소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흡연에 관한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호소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지 않았

는데, Juntura 등(1994)은 흡연이 상지 근골격계 질환이나 요통에 대해 위

험요인이라고 보고하 으나, Toomingas 등(1991)의 연구에서는 아무 관계 

없음으로 보고 하 다. 주기적인 운동과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육체적 강도에서는 육체적 강도가 힘들 때(61.5%)가 

안힘들때(22.0%)보다 높았는데 증상 부위가 손․손목, 목, 하지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한상환(2001)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때(38.7%)가 높을때(19.2%)

보다 증상 호소율이 높았는데 증사에 관하여는 손․손목과 전완에 대하여 

통증에 관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통증이 더 높았다.

  근무 부서별 근골격계 통증 호소율에서는 손․손목과 하지부위에서 일

반촬 (21.95%), 투시․혈관조 (6.90%), CT․MRI(6.38%)의 순으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어윤기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촬 , CT․

MRI, 투시․혈관조  촬 의 순서로 일반촬  근무자가 통증의 호소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무의 특성상 일반 촬 실의 근무자가 다른 부

서보다 근무 중 서있는 시간이 많고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량이 많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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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송이나 촬 하기 위한 환자의 부축 때문에 작업자의 통증이 유발된다

고 생각된다. 어윤기 등(1999)의 방사선사의 요통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자

의 부축 빈도회수에 따라서 요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교대 근무에 

따른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호소율은 하지 부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비교대(25.4%), 교대(6.0%)이었다. 조권한(2002)의 병원 

종사자의 근골격계 통증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대 근무자가 높았는데 이는 

병동 간호사가 교대 근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시간별로 환자가 집중되

지 않지만 방사선사의 경우는 비교대 근무자의 업무시간이 환자가 집중되

어 휴식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당 근무시간에 대

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상 호소율은 없었다. 이는 병원종사자는 근무시

간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근무 경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통증의 호소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변량 분석의 결과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향 요인으로는 성별과 주기적 운동, 육체적 강도, 사회

적지지 그리고 직무 자율성이었다. 성별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10.48배 

발병에 대한 위험이 높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

을 때 6.11배 증상 호소율이 높았다. 육체적 강도에 대하여는 육체적 강도

가 높을수록 8.95배 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낮을 때를 기준으로 높을 때 0.2배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

록 통증에 관한 위험이 높았다. 직무 자율성이 낮을때를 기준으로 높을 때 

3.70배 통증에 관한 위험이 높았다.

  방사선사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촬 실 근무자가 다른 부서보다 활동량

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증상의 호소가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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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소가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근육이나 힘이 남성과 차이가 있지만 근

무지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주어주기 때문에 여성에서 증상호소가 높았다. 

이러한 통증의 호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적은 부서로 

여성의 근무 순환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학적인 검사와 인간공학적 평가 등의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자기 기입식 방법에 의해 주관적인 통증 상태만을 표시하 기 때

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자를 대학 병원의 진단 방사선과만을 선택하 기 때문에 동일한 전체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는 자각 증상과 의학적인 검사, 그리고 인간공학적 평가 등을 동

반해서 위험 요인을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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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병원내 진단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일반적 

요인, 생활습관 관련 요인, Karasek의 Job strain model을 이용한 사회적․

정신적 관련 요인과 근무 관련 요인 그리고 NIOSH의 표준화된 근골격계 

증상 호소부위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117명의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자각증상 호소율은 하지가 17.1%로 가

장 높았고 어깨 15.4%, 손․손목 12.0%, 허리 9.4%, 목 8.6%, 팔꿈치 4.3%

의 순서이었다.

  둘째, 근무 부서에 따른 증상 호소율은 일반촬 실 근무자가 가장 높았

고 투시․혈관조  촬 실, CT․MRI 촬 실의 순서이었다.

  셋째, 증상 호소율에 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의 결과에서

는 성별, 주기적인 운동, 육체적 노동강도, 사회적지지 및 직무 자율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 요인이었다.

  넷째, 각 부위별 증상 호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의 

결과는 손․손목에서는 육체적 강도와 직무 자율성이 어깨에서는 성별, 주

기적인 운동이 향요인이었고, 목과 하지에서는 성별, 허리에서는 성별과 

직무 자율성, 현 근무부서에서 향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방사선사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촬 실 근무자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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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 는데 이는 다른 부서보다 활동량이나 업무

량이 많은 것이 이유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

는 남성과 여성에서의 근육이나 힘의 차이가 있지만 현 근무지에서는 동일

한 업무를 주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증상의 호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적은 부서와 높은 부서간 근무순환과 여성근

무자의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적은 부서로의 근무 순환과 이를 보완하기 위

한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자기 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

하여서 한계점이 있지만 향후 방사선사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학적 조

사와 인간공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다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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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방사선사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파악

 하고 이를 방사선과의 업무와 연계하고 분석함으로써 방사선사의 질병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삼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설문지로 파악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우리 방사선사들의 건강한 근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정확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개인적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내용은 설문지에서 제시하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연구자   김 태 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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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 ① 남          ② 여

2.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3. 방사선사로서의 근무기간 : 만      년     월 

4. 현재 작업 부서는 :                      

  현 부서에서의 근무기간 : 만      년     월 

  이전 작업 부서는 (최근 5년간) :                       (만      년)

  

                                                      (만      년)

 

5. 평균 근무 시간은 :  일           시간 .  주            시간

   작업 중 휴식시간은( 식사시간은 제외 ) : 1일        분씩      회 휴식

6. 결혼상태 : ① 미  혼    ② 기  혼    ③ 이  혼    ④ 별  거    ⑤ 사  별

7. 귀하의 고용형태 :

   ① 정규직   ② 파견근무   ③ 일용직    ④ 계약직   ⑤ 기타 비정규직

8. 귀하의 근무형태 :

   ① 비교대        ② 3교대        ③ 2교대근무 ( 야간전임 )

  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귀하의 생활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3 -

9. 흡연 상태 :  ① 흡   연        ② 비 흡 연        ③ 피우다가 현재 금연

  흡연을 한다면 - 하루 흡연 개수 :            개,  흡연기간 :         년

10. 음주 상태 :  ①  마 신 다             ②  안 마 신 다

   음주를 한다면 1주당                회

11.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빨래하기, 청소하기, 2세미만의 아이 돌보기) 

    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 - 2시간 미만    ③ 2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12. 의사로부터 다음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질병 모두 체크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푸스병 

 

    □ 통풍                 □ 알코올 중독      □ 아니오

   ꁾ 위 질병을 진단 받은 경우 현재상태는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13. 현재 규칙적인 운동 ( 20분 이상, 주 2회 이상 )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 니 오

14. 과거 운동이나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 니 오                      ② 예  

 

   ꁾ ②인 경우 부상 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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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힘들지 않음    ② 견딜만 함    ③ 약간 힘듦    ④ 매우 힘듦  

16. 지난 일년간 (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재해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    다        ② 없    다

17. 지난 일년간 몸이 불편해서 결근하신 날은 몇 일입니까?               일

   (집안 일로 인한 결근이나 휴가는 제외하고 없는 경우는 ‘0’ 으로 기입)   

 

II.  지난 1년간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무릎 중 어느 한 부위에서  

  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  

  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쩌릿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래 표의 해당 사항에 체크(V)해 주십시오)

    □ 아니오 ( 다음 page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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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

1.해당되는 

통증부위?

□  왼쪽

□  오른쪽

□  양쪽

□  왼쪽

□  오른쪽

□  양쪽

□  왼쪽

□  오른쪽

□  양쪽

□  왼쪽

□  오른쪽

□  양쪽

2. 한번 아

프기 시작하

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

니까?

□1일 미만

□1일∼1주일

□1주일∼1달

□1달∼6개월

□6개월 이상

□ 1일 미만

□ 1일∼1주일

□ 1주일∼1달

□ 1달∼6개월

□ 6개월 이상

□ 1일 미만

□ 1일∼1주일

□ 1주일∼1달

□ 1달∼6개월

□ 6개월 이상

□ 1일 미만

□ 1일∼1주일

□ 1주일∼1달

□ 1달∼6개월

□ 6개월 이상

□ 1일 미만

□ 1일∼1주일

□ 1주일∼1달

□ 1달∼6개월

□ 6개월 이상

□ 1일 미만

□ 1일∼1주일

□ 1주일∼1달

□ 1달∼6개월

□ 6개월 이상

3. 그 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입

니까?

(☞보기를 참

고하여 체크

해 주십시오)

□ 통증 없음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 통증 없음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 통증 없음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 통증 없음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 통증 없음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 통증 없음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심한

   통증

☞보기

아픈 정도에 

대한 기준

■ 통증 없음 : 전혀 안 아프다

■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

나 자주 경

험하셨습니

까?

□6개월에1번

□2∼3달에

  1번

□ 1달에 1번

□1주일에1번

□ 매일

□6개월에1번

□2∼3달에

  1번

□ 1달에 1번

□1주일에1번

□ 매일

□6개월에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1번

□ 매일

□6개월에 1번

□2∼3달에 1

번

□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1번

□2∼3달에1번

□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 매일

□6개월에1번

□2∼3달에1번

□ 1달에 1번

□1주일에1번

□ 매일

5. 지난 1주

일 동안에도 

그러한 증상

이 있었습니

까?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6. 지난 1년 

동안 그러한 

통증으로 인

해 어떤 일

이 있었습니

까?

□ 병원 혹은

  한의원 치료

□ 약국 치료

□ 병가, 산재

□ 부서전환

□ 해당사항

   없음

□ 병원 혹은

  한의원 치료

□ 약국 치료

□ 병가, 산재

□ 부서전환

□ 해당사항

   없음

□ 병원 혹은

  한의원 치료

□ 약국 치료

□ 병가, 산재

□ 부서전환

□ 해당사항

   없음

□ 병원 혹은

  한의원 치료

□ 약국 치료

□ 병가, 산재

□ 부서전환

□ 해당사항

   없음

□ 병원 혹은

  한의원 치료

□ 약국 치료

□ 병가, 산재

□ 부서전환

□ 해당사항 

   없음

□ 병원 혹은

  한의원 치료

□ 약국 치료

□ 병가, 산재

□ 부서전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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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  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  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  다

1.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2. 나의 상사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해 준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4. 나의 상사는 서로 협력하여 일이 잘 진행

  되게끔 이끌어 간다

5. 나의 동료들은 각 분야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다

6. 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

  (호의)을 갖고 있다

7. 나의 동료들은 친절하다

8. 나의 동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Ⅲ.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     

     이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 하여 주십시요.

항                                  목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않

다

1. 내가 수행하는 일(직무)는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2. 나의 일(직무)는 매우 시간적 여유없이 빡빡하게 수행된다

3.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4. 내가 일(직무)을 수행할 때는 충분한 시간(기간)이 주어진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강요를 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6. 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 어떻게 일(직무)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권한)이 나에게 거의 없다

8. 나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 

  발언권을 많이 갖고 있다

9. 나의 일(직무)을 수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10.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적인 일이다

11. 나의 업무는 창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12. 나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13. 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한다

14.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Ⅳ. 다음은 귀하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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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of

 Radiologists in Diagnostic Radiology

Taesoo K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 D)

  This study focuses on radiologists working in the diagnostic radiologies of 

hospital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various factors such as general factors, 

lifestyle, social factors, mental factors, working conditions and others were 

researched. In particular, the social and the mental factors were researched using 

Karaseks Job Strain Model. Likewise, in order to research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of the radiologists, the questionnaire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was used; which the radiologists 

individually filled out.

  To carry out this study, 117 radiologists were selected from three university 

hospitals accommodating over 1,000 patients and located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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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by region, the legs accounted for 17.1 

percent (20), while the shoulders, the hands and wrists, the waist, the neck, and 

the elbows accounted for 15.38(18), 11.97(14), 9.4(11), 8.55(10) and 4.27(5) 

percent,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ymptoms, gender, periodic exercise, 

physical strength, social support and official autonomy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important. In terms of gender, the female group showed a lot of symptoms in 

the shoulder, neck, waist and legs. From the aspect of periodic exercise, subjects 

who usually do not exercise showed a lot of symptom in the shoulders. Subjects 

who are physically fatigued showed more symptoms in the hands and wrists, 

neck and legs compared to those who have physical strength. In cases where 

social support is low, the related subjects showed a lot of symptoms in the 

hands and wrists and elbows. Likewise, the subjects showed more symptoms in 

the hands and wrists and the waist in cases where the official autonomy is high. 

Overall, the foregoing results were statistically noteworthy.

  Radiologists working in general radiography have an officially higher level of 

activity and office work than those working in other departments. Thus, they 

remarkably showed various symptoms. Likewise, females showed more remarkable 

symptoms compared to males because duties are evenly assigned to both males 

and females, even though the physical strength of males and females are 

different. To resolve this problem in the current system, it is important to 

execute work shifting between departments and to implement female-friendly 

work-assignment systems, musculoskeletal disease prevention program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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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previously sta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not 

through medical examinations, ergonomics, etc. Thus, the responses were 

subjectively inputted and its objectivity was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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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objectively executed through various data, such as subjective symptoms, 

medical examinations, ergonomical examinations, and others.  

Key words: musculoskeletal symptom, radiologist, physical streng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