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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정도를 파악하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

한 16개 3차병원 소화기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신체적 부담, 직무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근골격계 질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의 총 69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Version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카이

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 분산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

에 한번이상 관절부위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이 중간통증 이상이며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중 하나라도 질환이 있는 경우 작

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자로 분류하였고 총 117명(77%)이었다.

2.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회 심리적 요인의 차이는 직무 만족도에서 직

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반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2.95점인데

반해 주임 간호사 이상은 3.17점으로 주임 간호사 이상의 직급에서 직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4.319, p=0.04)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결혼, 직급, 신체적 부

담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확률이 3.5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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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OR=3.58, 95% CI=1.20-10.71), 일반간호사는 주임간호사 이상에 비해 근골

격계 질환이 있을 확률이 3.59배 높았으며(OR=3.59, 95% CI=1.00-12.90), 신체적

부담은 근골격계 질환 위험율을 3.9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R=3.96, 95%

CI=1.85-8.48).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 신체적 부담,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

해 간호사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

을 통해 증상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함께 이미 발생한 질환자들에 대한 재활

과 업무복귀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시경실 간호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관여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 관

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 만족

도를 높이는 등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1)

핵심되는 말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 신체적 부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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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은 무리한 힘

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날카로운 면과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

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하는 직업병의 하나이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우리나라에서의 업무상 질병 발생 중 근골격계는 1996년 한국통신 전화교

환원의 집단발병을 계기로 알려진 이후 2006년, 업무상질병의 61.4%에서 2010년에

7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0). 직업병으로서 근골격계 질

환은 사회적 손실도 크다. 외국의 경우 미국인의 62%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

환으로 인해 지장을 받고(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 2007), 스웨덴은 업무상 질병의 57%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Swedish Work Environment Authority(SWEA), 2006), 영국의 경우 근골격계 질

환이 연간 약 1억1600만 일의 근무일수 손실을 가지고 온다고 보고되었다(Chotai

& Mcgilvary, 2002). 우리나라도 최근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사업장에서의

집단적인 발병,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증가 등 사회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

는 영향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근골격계 질환은 보건의료인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직업병중의 하나이다.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인 간호직은 미국의 직업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규정하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위험

률이 높은 10대 직종의 하나(OSHA 3125, 2000)로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간

호사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업무상 사고, 부상, 질병이 빈번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의 예방은 저조하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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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스스로도 업무 환경과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정진주, 2004). 병원

근무자 중에서도 간호사의 발생위험은 비 간호사에 비해 1.5～2배 이상 높고, 유병

률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조권한, 2002; 김대성, 2011)는 간호사에 대한 작업관

련성 근골격계 질환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신체적 부담이 큰 신체활동으

로 인하여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병원

의 내시경 실에서는 상, 하부 진단 내시경 이외에도 폴립절제술, 역행성 췌담도내

시경, 점막 박리술, 스텐트 삽입술, 내시경 지혈술,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생검술

등 다양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황보영 등, 2009). 이러한 내시경실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의 업무환경은 무리한 신체활동으로 인하여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 검사의 시술원칙은 가능하면 빨리

맹장까지 삽입하고, 병변의 확인 생검 및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복

부압박과 체위변경은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박선영, 2009). 또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가 적합한 자세를 취하도록 유지시키며 내시경 삽입 시나 검

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업무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목과 어

깨, 등에 무리를 줄 수 있고(Alarmgir et al., 2007),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근골격계 문제를 야기 시키는 위험요인이 된다

(Darby et al., 2013). 이와 같이,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부

담은 건강위험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비교적 소수집단인 소화기 내시경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신체적 부담 이외에도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IOSH(2007)는 직무 만족도, 노동 강도, 단

조로운 작업, 직무재량,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있는 요인

으로 제시하였다. 김인아 등(2010)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첫째, 근육의 긴장도를 매개로 하는 생물학적인 경로와 둘째,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인간공학적 위험의 증가로 설명하는 경로, 마지막은 통증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경로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경로는 사회 심리적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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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어 생리학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Bonger et al., 2002). 이는 근골격계 질환을 단순한 신체적 업무환

경 뿐만 아니라 직무 및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의 결과로 인식해야함을 시사

한다. 특히 병원 간호사의 업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직접 환자

간호 및 처치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적 부하가 동시에 가중됨에 따라

일반 제조업과 다소 상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Smith et al., 2003), 환자의 상

태, 입원환자 수 등 외적조건에 따라 작업 강도가 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 특성에 따른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Hignett, 1996).

이에 간호사의 경우도 업무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

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요인, 직업적요인,

신체적 부담, 사회 심리적 요인인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

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

골격계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부담과 사회 심리적 요인(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의 정도를 파악한다.

3) 연구 대상자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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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1) 이론적 정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

스러운 작업 자세, 강한 노동 강도,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 환경, 진

동 등이 원인이 되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 주로 관절 부

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결국 통증과 감각이상

을 호소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말한다(Dickerson, 199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 측정은 한국산업안전공단(2008)에서 제시한 근골격

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KOSHA CODE H-30-2008)의 근골격계 증상표를

사용하며 관절부위(목, 어깨, 허리,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다리/발)에서 지속

되는 하나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이 적어도 1주일이상 또는 과거 1년간 1달에 한번 이상 나타나며 중간

통증 이상인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자로 분류한다(Bernard et al., 1994).

2) 신체적 부담

(1) 이론적 정의

현재하고 있는 작업의 육체적 부담정도를 나타내며 Armstrong et al.(1993), 미

국의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가 제시한 근골격계 질환의

일반적인 발생기전 중 작업적 요인을 신체적 부담으로 간주한다.

(2) 조작적 정의

신체적 부담은 REBA(Hignett & McAtamney, 2000)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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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서 제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KOSHA GUIDE H -

9-2011)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고,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개발한 14문항을 도구로 하여 작업부하와 작업빈도를 측정하였으며 두 값을 곱한

점수이다.

3) 직무 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직업과 환경에서 오는 많은 요구나 압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의미한다(안미경, 2003).

(2) 조작적 정의

직무 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 24문항으로

측정한 직무 스트레스 점수이다.

4) 직무 만족도

(1) 이론적 정의

한 개인이 업무를 통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적 감정 상태로 자신이 지닌 능

력이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결과로 심리적인 성장을 체험했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

을 의미한다(유성식, 1991).

(2) 조작적 정의

직무 만족도는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Weiss, Dawis, England,

& Lofguist, 1967)를 정현영(2005)이 수정 보완한 것을 김명화(2008)가 간호학 연

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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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각적인

시점에서의 요인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과 함께 직업적 특성, 사

회 심리적 특성, 작업특성의 관련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

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써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656조).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기준을 목, 어깨, 주관절이나 전박부 또는 손이

나 손목의 관절부위에 통증, 경직, 작열감, 저림의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1년 동안 최소한 1달에 1번 이상 나타나며 중간통증 이상을 느끼는 경우로 동일

한 신체 부위에 유사질병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기술한다(Bernard et al., 1994).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질병 발생 중 근골격계 질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는 업무상 질병의 61.4%로 총 5593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재해의 6.2%에 해당하

는 수치이고, 2010년에는 70.5%로 총 5502건이었으며, 전체 재해의 5.6%에 해당하

여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10). 특히 보건업의 경우 2006년에 209명 발생에서 2011년에 334명

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보건 분야에서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주의

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를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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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규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이상, 발생비율이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2조).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단계를 보면 먼저 작업시간 중 통증 및 피로감, 하룻밤 지

나면 증상 없음, 작업 능력 감소 없음 그리고 며칠 동안 지속 악화와 회복을 반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다음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 하룻밤 지나

도 통증 지속, 화끈거려 잠을 설침, 작업 능력 감소 그리고 몇 주, 몇 달 지속 악

화와 회복 반복 등의 증상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하여 지속될 경

우 휴식시간에도 통증, 반복적인 움직임 없어도 발생, 통증으로 보면 작업수행 불

가능, 작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장애 동반 등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의 직업안전위생국(OSHA)은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로 기형,

악력저하, 행동반경 축소, 기능손실을 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상으로는 감각의

마비, 따끔거림, 통증, 화끈거림, 뻣뻣함 그리고 경련유발을 제시하고 있다(정문조,

2012).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질환 연구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제조업,

조선, 자동차 등 주로 육체적 활동이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는 비제조업, 의료기관, 호텔 등 서비스 업종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

내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노출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남정(2009)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근골격계 불편감 유병률은 92.8%로 나타났으며 어깨, 허리, 다리/발, 목,

손목/손가락, 무릎, 팔/팔꿈치의 순으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는데 간

호사가 인식하는 근골격계 불편감 관련 직무 요인으로 업무자세, 업무량, 업무환

경, 업무시간이 영향을 미쳤다. 김현희(2011)의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

한 간호사가 76.9%에 달했는데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한 신체부위를 업무분야별로

보면 내과 병동 근무 간호사는 허리(35.9%), 외과병동 근무 간호사는 목(34.3%)

방사선 구역 근무간호사는 허리(41.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주요 근골격계

증상이 허리와 목 부위임을 보여준다. 김민지(2012)의 연구에서는 임상 간호사 대

상자중 76.4%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부위별로는 어깨 부위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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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며 허리, 목, 다리/발,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순이었다.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을 호

소하였으며 근무경력, 근무 시 자주 취하는 자세가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박주리(2013)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64.9%가 근골

격계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부위로는 어깨, 허리, 목, 손/손목/손가

락, 다리/발, 팔/팔꿈치 순이었다.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

련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현재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부서마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2.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의 및 유해요인의 종류, 발생기전 등은 우리나라 뿐 아

니라 여러 나라 및 기관별로 매우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기전은 Armstrong et al.(1993), 미국의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근골격

계 질환은 사업장 내부의 작업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과 개인내부의 개인적 요

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에 따라 발생형태 및 규모 등은 다를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큰 요인 중에서 근골

격계 질환 발생에 1차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작업적 요인이며 나머지 개인

적 요인과 사회 심리적 요인은 작업관련성 요인에 의한 위험수준을 더 높이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들은

인간공학적 접근 안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자와 관련한 것들이며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관련 유해요인 중에서는 과도한 힘, 반복성, 부자연스런 작

업 자세 등은 근골격계 질환의 가장 큰 주요 위험요인이다(Putz-Anderson, 1988).

본 연구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업적 요인인 신체적 부담

과 사회 심리적 요인,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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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본 연구의 대상인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병원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논의될 수 있다. 국내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병원 직원의 신체부위별 자각 증상 호소율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어깨, 허리, 목, 하지, 상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환자 옮기기, 각

종 집기류 취급 및 부서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깨 및 허리 부위의 통증을 많

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ejia et al., 2005). 이유진(2002)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어깨 부위의 증상호소가 가장 높았으며 이천옥(2007)의 연구에

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경우 허리, 다리/발, 어깨의 순서로 근골격계 증상을 보였

다. 특히 방사선 구역 간호사는 방사선차폐 및 의료장비 관련하여 근골격계 증상

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비의 크기와 무게 외에도 지속적이고 반복

적으로 과도한 육체적 업무를 하면서 허리,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 등에 무

리한 힘이 가해진 결과라고 보고한다. 이와 같이 목, 허리, 어깨의 통증은 지속적

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가장 많이 호소되는 작업관련성 근골격

계 질환이다(Sjogren - Ronka et al., 2002).

한편 간호사는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긴장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데다 간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로 서서 일하거나 환자의 부축 및 체위변경, 환

자를 들어서 옮기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것, 환자의 이동을 돕는 행위, 활

력 징후 측정, 주사를 재고 놓는 것, 마사지, 침대 이동 및 조작, 처방 전달체계로

인한 컴퓨터 작업 등으로 목, 어깨, 팔, 손, 등, 허리, 다리, 무릎, 발 등의 근육, 혈

관, 신경조직에 손상이나 영향을 받고 있다(정은희, 2006). 간호사의 업무 자체가

허리에 손상을 가하는 자세인 구부리고, 손을 비틀고, 환자를 다루는 등의 주로 신

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Trinkoff, 2002) 근골격계 질환으로의 노출이 큰 편이

다.

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은 환자의 이동이나 물품 운반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세

및 간호방법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1989년 스웨덴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

하면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빈도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에 비교하여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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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Lagerlof et al., 1989), 특히 의료직 중 간호사의 업

무는 환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 고유의 특성 및 자세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에의 노출 위험성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이중 부담을 경

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위험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Owen et al.,

2002; Warmimg et al., 2004).

간호사의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업무특성과도 관련이 크다. 정현숙

(2004)의 연구에서는 인간공학적 위험인자로 빈번한 구부림과 비틀기, 들기, 힘이

많이 드는 업무, 진동 업무, 높은 빈도의 반복 업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정적인 자세 등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최호선(2009)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수행시 허리부분은 중정도로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옆

으로 구부린다가 55.4%, 목 부분은 61.6%가 때때로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틀면

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간호사들이 인간공학적으로 부적절한

자세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부적절한 자세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짐을 암시한

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박정근 등(2010)

의 연구에서 간호작업의 작업부하에 관하여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작업 1순위는

환자보호라고 하였다. 환자보호의 행위는 체위변경, 침대-의자 이동, 활력징후 조

사, 비상상황의 발생 시 조처하는 일 등으로 보고 이는 무리한 동작, 부적합 자세,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작업 2순위는 질병 검사/치료이며 질병 검사/치료의 행위로는 주사 준비 및

처치, 증상 검사, 상담 및 교육, 수액확인 및 준비, 경구용 약제 확인 및 준비 등으

로 이는 부적합 자세를 유발시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유

정임 등(2004)은 방사선구역에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무거운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납가운)를 착용한 채로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일하고, 서고 앉

는 동작이나 환자를 밀거나 끌어서 옮기는 동작, 무거운 장비를 이동하는 육체적

인 업무를 반복 수행하게 되어 근골격계 증상이 발생 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는 이러한 육체적 업무환경이 열악한

편인데, Drysdale(2007)은 내시경 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종일근무자들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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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Murty(2010)의 연구에서는 내시경실 간호사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과 근골격계 유병률의 차이는 없었지만 내시경실 간호사

만의 신체적 부담이 타 근무지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rysdale(2011)의 내시경실 간호사의 상지 유병률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의 32%가 상지 통증으로 인해 결근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나이가 많을수

록 부상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Darby(2013)의 연구에서는 내시경실 간

호사 중에서 Body Mass Index(BMI)가 25kg/㎡이상이거나 키가 68인치(172cm)이

상인 간호사가 목, 어깨,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rby(2013)는 내시경실 간호사들은 상체를 구부리고 환자를 들어 올리는 움직

임들이 근골격계 문제를 만든다고 하였다. 의식하 진정 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의

체위변경을 하는 것은 목, 어깨, 등 부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활력징후 측정

과 같은 반복적인 움직임은 간호사의 목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

한. 의식하 진정상태의 환자들의 예기치 않은 움직임이나 수면제 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역설적 반응(acting out) 과 같은 예기치 않은 움직임시 대처행동은 간호사

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큰 부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환자

침대 높이와 모니터가 시술자의 키나 선호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를 보

조하는 간호사에게는 근골격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환경이며, 대장내시경 검사

시 시행하는 복부압박, 체위변경과 같은 특수한 신체적 부담과 반복적인 움직임은

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결근이나 영구적인 장애와 같은 문제

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서 근골격계 질환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는 소

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 근무여건에서 비롯됨을 알려준다. 복강

경 담낭절제술을 하는 동안 순환간호사의 자세를 측정한 연구(Andras et al.,

2009)에서 간호사는 대부분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서있으며 시술자와 보조 간호사

에게만 맞춰진 모니터 한 대를 통해 시술이 시행되고 있었다. Andras 등(2009)은

순환 간호사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모니터를 한 대 더 설치하는 중재를 시행한

후 순환 간호사는 한결 편한 자세로 일하며 스트레스 또한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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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심리적 요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자주 어떤 특정한 작업이나 그 작업과정에서 노출

되는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데 소화기 내시경실 환경의 특성상 간호사는 전

문기기 및 도구의 숙련된 조작과 민첩한 행동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환자보호, 질병 검사와 치료의 행위나 비상상황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기 때

문에 정신적 피로와 함께 신체적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의 유발요인은 신체적 활동만이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Feuerstein(2004)의

연구에서는 작업관련성 상지 근골격계 불편감과 관련된 작업적 요인을 양적인 직

무 요인, 질적인 직무요인, 작업으로부터 낮은 자극, 낮은 직무자율성, 낮은 사회적

지지, 낮은 직무만족, 높은 인식된 직무 스트레스, 휴식 기회의 부족, 집으로부터의

지지와 가족 스트레스 요인의 10가지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직무 스트레스와 직

무 만족도, 직무요구와 같은 직접적인 직무요인(조권한 2002; 정현숙, 2004; 최순영

외, 2008; Rocha et al., 2005), 근속 년수와 물리 환경(Ferreira & Saldiva, 2002),

근무경력과 연령(Norman et al, 2004), 업무요구량 및 상관과의 관계(Halford &

Cohen, 2003), 우울(Leino & Magni, 1993; Fritz & George, 2002; Carrol1 et al.,

2004)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는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과 함께 사회 심리적 특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각적인 시점에서 요인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사회 심리학적 요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를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서 연구하고자 한다.

(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1960년대 Kahan을 중심으로 ‘스트레스’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보다 조직적이고 직무차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한정하여 조직심리학 분야에

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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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임진섭 등, 2012). Ivancevich & Matteson(1980)는 스트레스를 조직 이론에

응용하여 외부환경과 개인차원의 자극 상호작용, 반응 상호작용, 자극·반응 상호작

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미치는 외부한경의 자극과 개인이 그에 반응하

는 상호작용이라는 과점에서 스트레스를 인식하려고 하였다. 그는 첫째, 자극으로

서의 스트레스는 개인이 정상 기능에서 벗어나도록 심리적·육체적 상태를 변화시

키거나 파괴시키는 조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자

체를 파괴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작용하는 힘 또는 자

극으로서 그 결과는 긴장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Beehr & Newman,

1978). 다시 말해 직무 스트레스는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과잉업무,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좋지 않은 작업조건과 같은 부정적 환경요인이나 조직 구성원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NIOSH(1999)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 능력이나 자

원, 바람(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작성한 ‘업무관련 스트레스 안

내서: 삶의 양념인가 아니면 죽음의 입맞춤인가?(European Commission, 2002)에

서는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업무내용, 업무조직 및 작업환경의 해롭거나 불건전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및 생리적 반응 패턴으로써 고도의 각성 및

걱정, 그리고 때론 극복이 안 되는 느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한국 직무 스트레스(2001)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보유율은

95%로 미국의 40%, 일본의 61%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 관

련 특성으로 개인적 측면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기

업의 측면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사고 발생률 및 결근횟수를 증가시키며 노동력

손실로 생산성과 근로자의 건강 모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rasek, 1988).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첫째, 생리적

반응으로는 심박 수 및 혈압의 증가, 근육긴장, 소화기계 활동 저하가 있고 심하면

두통,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질환으로 진행 될 수 있

다. 둘째, 감정적 반응으로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감정적 손상이 계속 되고 과

민하게 되면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셋째, 인지적 반응으로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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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집중력에 영향을 미쳐 사고 기능을 왜곡시키고 지적 기능을 감퇴시킨

다.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져 작업 중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넷째, 행동적 반응으로 잠재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종목, 2008).

직무 스트레스는 모든 업무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병원의 업무에서도 예외

가 될 수 없다. 전문 직종 중에서 병원조직은 의사와 행정직, 의료기사, 간호사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상호 협동 작업을 통해 대상자에게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직무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며(주진희, 2009) 환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병원 업무

의 특성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다른 직업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최순영, 2008).

특히 복잡한 의료 조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그들이 책임을 지고 맡고 있는

환자의 질병이나 상처에서 위험이 올 수 있으며, 부적절한 양의 약물 투여의 결과

로 오는 위험과 환자의 상태에 관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환자 간호와 주의를 기울이기 부족한 시간, 환자에게

기울여야 할 관심의 내용을 결정해야만 하는데서 오는 압박, 분명한 지침이 없는

새로운 의료나 새로운 정책, 개인 자신의 수행이나 간호직을 수행하는데 포함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 간호대상자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기대 등이 모두 간호

사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의료종사자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영일, 2006; 김순복, 2002; AbuAlRub, 2004).

이러한 조직 내․외의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구

성원의 작업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규명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각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상황을 인식하는 차

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수준도 매우 다양하다(박기관, 2008). 김수정

(2011)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다른 직종과 달리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와 환

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중

한 업무량, 부서간의 갈등, 역할에 대한 좌절, 불충분한 자원, 교대근무 사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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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및 협력문제, 역할갈등 등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다른 전문분야

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간호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이유는 의료조직의 복잡성, 근무조건 및 간호대상자의 인식수

준의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간호요구의 증가가 원인이 된다(이정희, 2005).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잘 알

려져 있는데 직무 스트레스는 고 긴장군에서의 질병과 연관성이 높았으며 직무

스트레스 항목 중 업무 과다, 업무 자율성 부재, 업무의 모호성, 업무의 단순성, 낮

은 사회적 지지 수준 등의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한상환, 2000).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심장질환의 급성 발병, 근골격계 질환, 위장 장

애 등이 올수 있으며(박정선, 2005),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허리, 목,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

하며 우울증, 두통,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게 된다(Rozanski, 1999).

최순영(2008)은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KOSS)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병원근로자

의 직무 스트레스 노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직무요구’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부상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에서 작업 자세 위험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최순영, 2008). 고경옥

(2000)의 연구에서는 직무시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목, 어깨, 허리통증의 차이가

있는데 업무량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클수록 통증 정도가 높게 나왔으며 김

영실(2007)은 직무 스트레스가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 허리, 다리 등 목을 제외

한 모든 부위의 통증호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임상

간호사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김민지(2012)도 직무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가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주리

(2013)의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 수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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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만족도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이란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

는 모든 근로자들의 일에 대한 심리적 상태(이영면, 2011), 혹은 개개인이 직무를

통하여 느끼는 즐겁고도 긍정적인 정서 상태(송윤정, 2011), 소망하거나 기대되는

또는 보상받을 만한 결과에 비교되는 실제적인 결과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감

정적, 또는 정서적 반응(Granny et al., 1992)이라 할 수 있다. Locke(1976)에 의하

면 직무만족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Alderfer 등의 연구자들

이 주장한 심리적․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내재적 만족(intrinsic satisfaction)

과 Porter 등의 연구자들이 주장한 보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외재적 만족

(extrinsic satisfac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재적 만족이란 직무의 난이도,

도전감, 중요성, 다양성 등 직무자체의 내재적 가치에서 오는 만족감을 말하며, 외

재적 만족이란 보상, 복리후생, 작업환경 등 직무수행의 결과에 따라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보상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직무만족은 개인과 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는데 개인적 차

원에서는 성취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조직적 차원에서는 개개인의 직

무 만족에 조직 유효성 및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이

영희, 2009). 또한 직무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어 직무

만족이 높으면 근로의욕이 높고,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 작업에 자발적인 참여의욕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인성과

와 조직의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김진규, 2011). 직무만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나 조직성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우선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다(강은숙 등, 2006; 김명희 등, 2007; 임진섭 등, 2012; Kim &

Stoner, 2008; Evans et al., 2006; Stanley et al., 2007; Siebert, 2004).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직무 스트레스와 정적상관관계가 높고 직무만족과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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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순 등(2011)은 자기효능감과 직무 스트레

스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중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간호사는 사회적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밤 근무, 업무량 과중과 업무 외의 책임,

의사와의 대인관계 상 갈등, 불충분한 보수,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 등을 담당하

며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 주로 서서 일하며, 장시간 컴퓨터 작업 등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근육이나 혈관, 신경조직에 손상이나 영향을 받고 있고 직무특성상 고도

의 긴장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낮은 직무만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

다(정은희 등, 2006). 또한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

을 보장받지만 복잡한 조직인 병원 안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조직의 권위에 위축

되고 그 결과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인간관계 등 여

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직무에 불만을 가지기 쉽다(허미영,

2011). 이 때문에 병원간호사의 근무형태와 직무만족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간

호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만족, 불만족 요인을 인지하고 간호사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증가시켜야 하며(전경숙, 2000), 간호사

의 직무만족을 통해 스스로 일에 대해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넘어서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미 있는 관계가 요구된다고 보고한다(양애선,

2008).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관련 연구를 보면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활발한

교류나 의사결정참여, 자율적이고 동기화가 잘 된 간호사가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최정, 2003), 권혜진 등(201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은 위계 지향

적이거나 관계 지향적인 조직문화보다 혁신 지향적 조직문화일 때 직무만족이 가

장 높았고, 삶의 만족도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염영희

등(2009)은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노동보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노동보상이 클

수록 직무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업보

상 뿐 아니라 간접적인 조직보상과 사회적 보상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

였다. 간호 관리자의 의사소통이 촉진적일수록 간호사가 조직에 몰입하고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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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고 하였으며(박예린 등, 2008), 이혜진 등(2000)의 연구에서 간호직에 대

한 만족도는 연령, 임상경력, 교육정도, 직위, 현 근무부서 만족 정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병숙 등(2000)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리더십, 보수, 승

진기회, 조직풍토, 인간관계 등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윤

숙희(2002), 김희경 등(200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성격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백미현(2009)은 이직의도를 가진 응급실 신규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의료조직과 개인 및 환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 직무에

만족을 못하면 업무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직업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

며(White et al., 1973) 의욕상실, 간호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불친절 등을 야기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제공을 어렵게 하여 효과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김혜정, 2002). 또한 간호직

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켜 간호사 자신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

태로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어 질병을 얻게 되거나(강지숙, 1984) 이직조건을

형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최영진, 2009).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중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도

자주 보고된다(Hopkins, 1990; Tola et al., 1998; Himmelstein et al., 1995;

Viikari - Juntura et al., 1991; Bongers, 1993). Hugher 등(1997)은 낮은 직무만족

도는 중공업 노동자에서 요통 증가의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하고 있고 김숙영

(2009)의 연구에서 제조업 여성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작업환경 이었으며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직무만족이 여성근로자의 근골

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Costa(2010)의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중 낮은 직무 만족

도와 사회적 지지는 경추부의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 높은 직무 요구도와 직무 만

족도의 저하가 요추부의 증상과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119 구급대원의 직무 스

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구급대원으로서 구급업무에 불만족하

고, 피로를 많이 느껴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근골격계 증상이 높게 관찰됨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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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주종만, 2011). 노인요양시설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통증과 직무 만족도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경숙 등, 2012)에서는 움직임 시 통증 양상에서 통증이 작

게 나타날수록, 통증 지속시간이 짧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 시

통증 양상을 작게 만들고 통증 지속시간을 줄이는 근골격계 통증관리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이러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Slavitt 등(1978)이 보건의료인의 직

무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보수, 자율성, 필수과업,

조직의 요구, 상호작용과 전문성 등 6개요인, Jugenson(1978)이 발전(승진에 대한

기회), 동료(마음에 맞는 동료), 부가급부(fringe benefits), 회사(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회사), 시간(적절한 작업 시간), 임금(고소득), 안전(안전한 작업과 직무를 유

지할 수 있는 확실성), 작업종류(흥미와 관심이 있는 작업), 작업조건, 감독(사려

깊고 공정한 감독)등 10개요인 등이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Weiss, Dawis, England, & Lofguist, 1967)

의 도구이다. MSQ에 의하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여 가지로서 사

회봉사, 창의성, 도덕적 가치, 독립성, 다양성, 권위, 능력발휘, 사회적 지위, 조직의

정책, 인간적인 상사와의 관계, 안정성, 보상, 근무환경, 진보성, 기술적인 면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상호작용, 책임감, 인정, 자기성취, 활동성이 제시된다.

3)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요인

많은 선행연구들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성별, 연령

등의 일반적 요인,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의 작업특성 요인과 사회 심리적인 요인

으로 나누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어느 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보다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특성 요인을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

할 것이다.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유추해온 연구에서의

영향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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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계측학적 요인이다. 사회적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령(Hill, 2004;

Norman et al., 2004), 성별(오정균, 2000; 이정택, 2006), 결혼상태(김영실, 2007;

우남희, 2009), 생활습관(김영실, 2007; 서정선, 2007) 등이 있으며 인체계측학적 요

인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손

에 대한 기능 및 구조적 치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의 하나로

고려 될 수 있다고 하였다(배성규, 2006).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은 어강희

(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감소하였으며 이천

옥(2007)의 연구에서는 30-34세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높았다. 최호선(2009)의 연구에서는 24세 이하에 비해 30-34세가 1.2배,

정현숙(2004)의 연구에서는 24세 이하보다 40세 이상의 대상자가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민지(2012)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는

데 박혜숙(2004)의 연구에서는 작업과 관련한 신체 불편 증상이 여성(22.3%)이 남

성(17.5%)보다 높았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5배 높은 양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와 정우철(2004)은 다리와 발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을 여성은 11.3%, 남성은 3.1%로 보고하며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의 건

강문제가 여성에게 더 많다고 보고했다. 이는 남성근로자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

으로 보다 자유롭게 작업강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들은 자율적으로 작

업강도를 조절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Yun, 2001). 김민지(2012)의 연

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123배 높게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간호직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근육량

과 근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았다.

생활습관에서 음주여부로는 박주리(2013)와 정현숙(2004)의 연구에서 음주를 하

는 사람이 근골격계 증상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평소에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1.23배 근골격계 질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호선, 2009). 근무경력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여부로는 어강희(2001)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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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근무경력이 2년-10년 사이인 대상자가 10년 이상인 대상자보다 근골격계 증

상 호소율이 더 높았으며 이천옥(2007)의 연구에서는 수술실 근무경력 5-10년 이

하의 대상자들이 다른 근무경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소 율이 높았고, 김민지

(2012)의 연구에서는 3년 이상의 근무자가 3년 미만의 근무자에 비해 3.46배 높게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였다. 근무 부서에 따른 차이로는 일반병동에 비해 수술실

이 2.18배 근골격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최호선, 2009) 이는 조권한

(2002), 정현숙(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간에 차이가 없

다고 보고한 김영실(2007), 김민지(2012)와는 다른 연구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는 연령, 성별, 음주여부, 운동여부 등이 있으며 직업특성 요인으로는 근무경력, 근

무부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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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정도를 파악하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인 3차병원 중에서 편의 표본 추출한 16개 3차병원의 소화기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간호사 중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자(목과 척추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통풍 등)와 사고병력과 근골격계 증상 발생부위

가 동일한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프

로그램(Faul et al., 2007)을 이용하여 선형 다중 회귀분석시 효과크기 0.15, 유의수

준 5%, 검정력 80%, 예측인자를 17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146명으로 나타났다.

210부의 설문지(부록1)를 배부하여 189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0%),

이 중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외 대상자와 불성실한 응답자 37명을 제외 후 총

152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가보고 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신체적 부담 1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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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 24문항, 직무 만족도 6문항, 근골격계 질환 8문항, 일반적 특성 12

문항, 직업적 특성 5문항으로 총 6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신체적 부담

신체적 부담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예비문항을 작

성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선정된 14문항으로 구성한 내시경실 간호사

의 신체적 부담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비문항은 REBA(Hignett &

McAtamney, 2000)에서 제시한 유해요인 중 반복성, 정적작업, 힘, 작업자세의 4영

역인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문항은 연구자가 내시경실 간호사 3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내시경 업무를 사진 촬영을 하여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

는 업무 중 신체적 부담을 느끼는 작업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부록4). 작업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1)에서 제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침(KOSHA GUIDE H-9-2011)의 유해요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문항을 구성

하였다. 예비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내시경실 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7명을

개인 인터뷰하여 예비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문항을 16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간호학 교수 1인, 소화기 내시경실 교수 2인, 5

년 이상의 소화기 내시경실 실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 3인 등 6명으로 구성된 전

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부록2). 각 문항에 대한 내

용타당도를 4점 척도로 하여 매우 적절하다 4점, 적절하다 3점, 적절하지 않다 2

점, 매우 적절하지 않다 1점으로 평점 하여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한 결과 모든 문항이 타당도 지수 80%이상(Lynn, 1986)으로 나타났

다. 단 문항의 의미가 애매한 4개 문항의 경우 내용 타당도 검증에 참여하였던 소

화기 내시경실 교수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게 의미전달이 되도록 2문항으로 내용

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14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침(KOSHA GUIDE H-9-2011)의 작업조건 조사표를 참고하여 각 항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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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부하와 작업빈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작업부하는 5점 척도(1=“매우 쉬움”

2=“쉬움” 3=“약간 힘듦” 4=“힘듦” 5=“매우 힘듦”)로, 작업빈도는 5점 척도(1=“아주

가끔[월1회]” 2=“가끔[매일]” 3=“자주[1일 2-3회]” 4=“계속[1일 4시간 이상]” 5=“초

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로 측정하며 작업부하점수와 작업빈도점수를 곱한

점수를 총 점수로 하고 이를 5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은 각 문항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0.90이었다.

2) 사회 심리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로 평가하는데 직무 스트레스

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으로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7개의 하위영역과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

이며 일부 문항은 역점수로 변환하여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항목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장세진 등(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각 영역별 신뢰도 값은 직무 요

구 Cronbach' alpha=0.706, 직무 자율=0.558, 관계 갈등=0.669, 직무 불안정=0.612,

조직 체계=0.822, 보상 부적절=0.763, 직장 문화=0.512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자

율의 경우 두 개 항목이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항목을 제거한

후 척도로 사용하였다. 항목제거 후 해당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직무요구

Cronbach' alpha=0.62, 직무 자율=0.56, 관계 갈등=0.55, 직무 불안정=0.74, 조직 체

계=0.70, 보상 부적절=0.70, 직장 문화=0.62이었다.

직무 만족도는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Weiss, Dawis, England,

& Lofguist, 1967)를 정현영(2005)이 수정 보완한 것을 김명화(2008)가 간호학 연

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는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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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김명화(2008)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계수는 0.72

이고 본 연구에서는 0.76이었다.

3)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 2008)에서 제시한 근

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KOSHA CODE H-30-2008)의 근골격계 증상

표를 사용하였다. 이 증상표에서는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목, 어깨, 허리, 다

리/발로 나누어 신체부위에 대한 증상의 지속기간, 증상의 빈도, 증상정도, 대처방

안, 업무영향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묻는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간호사는 해당 신체부위의 증상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증상유무의 결정방법으로 미국

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에 의하여 과거력상 외상이나 사고가 없으면

서, 현재 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증상이 발생하였고, 근골격계 질환 관련 자각

증상 설문 내용 중 증상이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이상 관절부위(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목, 어깨, 허리, 다리/발)에

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

감각 또는 찌릿찌릿함)이 중강통증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자로

분류하였다(Bernard et al., 1994).

4)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학력, 체

격, 음주 정도, 흡연, 운동, 가사노동, 취미활동, 과거병력, 사고병력 등 총 12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체질량지수(BMI)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BMI = 체중

(kg)/ (신장)² 이며 18.5kg/㎡미만일 경우 저체중, 18.5 - 22.9kg/㎡는 정상체중,

23.0kg/㎡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하였다(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3).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을 위한 설문으로는 간호사 총 경력, 내시경실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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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근무형태, 고용형태 등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대 IRB 2013

-0038-1; 부록5)과 서울대학교 병원(H-1309-042-519; 부록5)의 연구윤리심의위원

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다. IRB 심의를 통과한 병원을 포함한 서울

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27개 3차병원에 한해서 임상시험센터 관계자와 간호부에

연구자가 직접 연락을 취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을 동의한 16개 병원에 한해서 각 병원의 내시경실 파트장에게 전화

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를

동의한 내시경실 파트장에게 받은 전화번호 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각 간호사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 작성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구두 동의한 간

호사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배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회

송봉투와 우표를 동봉해 다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연구 참여 동의

서(부록3)는 설문지와 함께 전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

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각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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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Version 21.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의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특성은 실수, 백분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부담과 사회 심리적 요인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4)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6) 연구 대상자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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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결 과

1.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는 총 152명이며 모두 여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1)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2.63세

(±6.10)로서 3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대와 40대 이상 순이었다. 혼인특성을

보면 미혼자가 52.6%로 기혼자보다 많았으며, 대졸이 48.0%로 가장 많았다. 음주

는 거의 하지 않는다가 54.6% 이었고, 주 1∼2회 마시는 경우도 12.5% 이었다. 운

동은 하지 않는다가 41.4%로 가장 많았고, 주 3회 이상이 13.7%로 가장 적었다.

가사노동은 1시간미만이 46.1%로 가장 많았고, 하지 않는다가 14.5%로 가장 적었

다. BMI는 평균 20.29(±1.91)점으로 나타났는데 정상범주가 75.0%로 가장 많았고

저체중은 15.8%, 과체중은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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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umber % Mean±SD

Age(/year) 20∼29 51 33.6 32.63±6.10

30∼39 80 52.6

≧ 40 21 13.8

Marital state Married 72 47.4

Single 80 52.6

Educational 3rd. year college 62 40.8

background Bachelor 73 48.0

Graduate 17 11.2

Drinking Minimum 83 54.6

2∼3 times a month 50 32.9

1∼2 times a week 19 12.5

Motion None 63 41.4

frequency < 1 time a week 40 26.3

(/week) 1∼2 times a week 23 19.7

≧ 3 times a week 16 13.7

Household None 22 14.5

labor frequency < 1 hour 70 46.1

(/day) ≧ 1 hour 60 39.5

BMI < 18.5 24 15.8 20.29±1.91

(kg/㎡) 18.5∼22.9 114 75.0

≧ 23.0 14 9.2

<Figure1>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nurse's general characteristic.

n=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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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umber % Mean±SD

Nursing ≦ 7 54 35.5 10.04±5.78

career(/year) 8∼12 51 33.6

> 12 47 30.9

Endoscopy ≦ 2 47 30.9  4.20±3.60

nursing 3∼4 48 31.6

career(/year) > 4 57 37.5

Position General nurse 118 77.6

Chief nurse 34 22.4

Work status Permanent
worker 118 77.6

Contracted
worker 34 22.4

Working hours Full time 138 90.8

Part time 14 9.2

2)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이들의 간호직 경력은 평균

10.04(±5.78)년으로서 7년 이하가 35.5%, 7년 초과부터 12년 이하가 33.6%, 12년

초과가 30.9% 이었다. 내시경실 경력은 평균 4.20(±3.60)년으로서 2년 이하가

30.9%, 2년 초과부터 4년 이하가 31.6%, 4년 초과는 37.5%로 가장 많았다. 직급은

일반 간호사가 77.6% 이었고, 주임간호사 이상은 22.4% 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

직이 77.6% 이었으며, 정시간 근무자가 90.8% 이었다.

<Figure 2>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nurse's occupational characteristic.

n=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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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art
Musculoskeletal symptom Musculoskeletal disorder

N(%) N(%)

Neck 53(34.9) 39(25.7)

Shoulder 86(56.6) 68(44.7)

Arm/Elbow 36(23.7) 26(17.1)

Hand/Wrist/Finger 73(48.0) 61(40.1)

Waist 79(52.0) 69(45.4)

Leg/Feet 86(56.6) 74(48.7)

Total 129(84.9) 117(77.0)

<Figure 3> Work-related musculoskeletal symptom and disorder prevalence

rate. n=152

2.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1)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본 연구 대상자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증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목, 손/손목/손

가락,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증상이 있는 대상자는 129명(84.9%)이었다. 근골격

계 증상이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이

상 관절부위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이 중간통증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

우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자로 분류하여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

락, 허리, 다리/발 중 하나라도 질환이 있는 경우를 근골격계 질환자로 분류하였고

총 117명(77%) 이었다<표 3>.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자를 살펴보면 가장 이환

율이 높은 부위는 48.7%인 다리/발이었으며, 허리가 45.4%, 어깨가 44.7% 순으로

나타났다.

ㆍMultiple answers are chosen from all part of musculoskeletal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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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부위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은 단측 또는 양측 부위, 통증 지

속기간, 통증 강도, 통증 빈도, 최근 1주일 통증경험 유무, 통증경험 후 사후 처치

방법을 포함하였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자의 특성을 보면 어깨, 손/손목/손가락, 다리/발에서

양쪽 모두 통증을 느낀다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통증 지속기간은 1달 미만인

대상자가 대부분이었다. 통증강도는 중간강도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았

고 목을 제외한 신체부위에서는 매우 심한통증을 느끼는 대상자도 2.7%∼15.4%로

나타났다. 통증 빈도가 매일이라는 대상자는 어깨에서 41.2%, 팔/팔꿈치에서

53.8%, 허리에서 46.4%, 다리/발에서 63.5%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신체부위에서

근골격계 통증을 최근 1주일동안 경험한 대상자가 대부분이었다. 통증 경험 후 사

후처치는 목을 제외한 신체부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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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eck

(n=39)

Shoulder

(n=68)

Arm /

Elbow

(n=26)

Hand /

Wrist /

Finger

(n=61)

Waist

(n=69)

Leg /

Feet

(n=74)

N(%) N(%) N(%) N(%) N(%) N(%)

Pain Right 14(20.6) 12(50.0) 20(32.8) 6(8.1)

location Left 2(2.9) 1(4.2) 6(9.8) 2(2.7)

Both 52(76.5) 11(45.8) 35(57.4) 66(89.2)

Pain < 1 month 25(64.1) 40(60.6) 17(65.4) 37(60.7) 44(63.8) 43(58.1)

period 1～6 months 5(12.8) 6(9.1) 3(11.5) 13(21.3) 10(14.5) 11(14.9)

> 6 months 9(23.1) 20(30.3) 6(23.1) 11(18.0) 15(21.7) 20(27.0)

Pain Moderate pain 27(69.2) 38(55.9) 16(61.5) 42(68.9) 43(62.3) 43(58.1)

intensity Severe pain 12(30.8) 26(38.2) 6(23.1) 16(26.2) 22(31.9) 29(39.2)

Very severe

pain
- 4(5.9) 4(15.4) 3(4.9) 4(5.8) 2(2.7)

Pain
≦1 time a

month
10(25.6) 12(17.6) 6(23.1) 12(19.7) 17(24.6) 7(9.5)

frequency
1 time a

week
15(38.5) 28(41.2) 6(23.1) 25(41.0) 20(29.0) 20(27.0)

Everyday 14(35.9) 28(41.2) 14(53.8) 24(39.3) 32(46.4) 47(63.5)

Presence

of pain
No 4(10.3) 6(8.8) 2(7.7) 8(13.1) 10(14.5) 3(4.1)

experience

within a

week

Yes 35(89.7) 62(91.2) 24(92.3) 53(86.9) 59(85.5) 71(95.9)

†Pain
management

method

Acupuncture

treatment
17(41.5) 21(30.4) 8(32.0) 22(36.1) 28(38.9) 15(21.1)

after
experiencing
pain

Pharmaceutical

treatment
8(19.5) 13(18.8) 4(16.0) 5(8.2) 7(9.7) 11(15.5)

Sick leave

/Industrial

accident

- - - - 2(2.8) -

Changing work 2(4.9) 2(2.9) - 1(1.6) 2(2.8) 1(1.4)

Not applicable 14(34.1) 33(47.8) 13(52.0) 33(54.1) 33(45.8) 44(62.0)

<Figure4> Physical part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characteristic.

n=117

† Multipl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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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28(±0.67)점

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부담이 가장 큰 업무는 ‘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체위

변경을 할 때’로 3.02(±1.04)점 이었으며 ‘의식하 진정 상태의 환자를 옮기거나 회

복실로 침대를 이동할 때’가 2.89(±1.03)점, ‘내시경 검사나 시술 시 (납가운을 입

고) 장시간 서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가 2.88(±1.27)점 순으로 나타났

다. 신체적 부담이 가장 낮은 업무는 ‘주사준비, 수액확인 및 준비, 경구용약제의

준비 및 투약을 할 때가 1.34(±0.68)점이었으며 ‘환자의 정맥 주입로 확보를 위한

처치를 할 때’가 1.35(±0.76)점, ‘환자상태 관찰, 활력징후를 조사할 때’가 1.85( ±

0.80)점 순이었다.



- 35 -

Category Mean±SD

When changing the patients' position in endoscope

check-up.
3.02±1.04

When moving patients who are calm with consciousness

and moving beds to recovery room.
2.89±1.03

When standing or keeping the same posture for a long time

wearing lead protector in endoscope check-up.
2.88±1.27

When giving pressure to the patients' stomach in endoscope

check-up.
2.71±1.02

When supporting patients physically to prepare for potential

accidents in endoscope check-up.
2.63±1.01

When reacting to the dangerous situation like patients'

acting out.
2.54±1.10

When having to change the level of bed frequently

according to the types of check-up.
2.48±1.06

When doing check-up and biopsy in performer adjusted

working environment (position of a monitor, level of a bed).
2.37±1.00

When preparing an endoscope of a stomach or a large

intestine and removing the endoscope after check-up.
2.28±0.96

When injecting normal saline by injection to clean colon in

performer adjusted working environment (position of a

monitor, level of a bed).

2.09±1.03

When doing VDT, such as planning nursing, recording,

checking the patients' condition.
1.89±0.84

When examining the patients' condition and vital signs. 1.85±0.80

When treating to have a IV route. 1.35±0.76

When preparing shots, checking and preparing fluid,

preparing and taking oral medication.
1.34±0.68

Total 2.28±0.67

<Figure 5>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nurse's physical burden.

n=152

ㆍIn a scale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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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사회 심리적 요인

1)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18( ±

6.47)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직무요구

영역이 75.81(±9.35)점, 직장문화 영역이 68.64(±7.69)점, 직무자율성 결여 영역이

68.53(±7.72)점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가 80.13(±12.69)점으로 점

수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가 79.77(±14.88)

점,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가 73.34(±13.74)점 순으로 나타났

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50점미만으로 낮게 나온 항목은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

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가 45.39(±13.32)점,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

는 데 도움을 준다’가 49.18(±10.92)점이었다.

<표 6>에서는 KOSS-SF 여성 평가 참고치(장세진 등, 2005)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중 상위 25%이상과 26∼50%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

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KOSS-SF 여성 평가 참고치의 상위 25%에 해당하

는 연구 대상자를 High risk 그룹으로 분류하여 대상자의 수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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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ean±SD
KOSS-SF reference High risk

50∼74% 75%≦ N(%)

Job demand 75.81±9.35 58.4∼66.6 66.7∼ 132(87.1)

I have to do various jobs simultaneously. 80.13±12.69

Sufficient rest is provided during working
hours.† 79.77±14.88

Due to many things to do, I always feel
time pressure. 73.34±13.74

My job has become increasingly overloading. 70.07±13.81

Occupational climate 68.64±7.59 41.7∼50.0 50.1∼ 150(99.1)

Dining out after work makes me
uncomfortable. 62.25±17.76

My company climate is authoritative and
hierarchical. 61.59±16.27

I am asked to do my work with irrational
principle or inconsistency. 60.17±14.22

I take disadvantages since I am woman. 45.39±13.32

Insufficient job control 68.53±7.72 58.4∼66.6 66.7∼ 97(64.1)

My work requires a high level of skill or
knowledge. 71.03±12.94

My work requires creativity. 58.72±13.61

Organizational system 64.41±10.95 50.1∼66.6 66.7∼ 65(43.1)

My company provides me with sufficient
organizational supports.† 69.57±16.51

The organizational policy of my company is
fair and reasonable.† 68.59±16.65

I have opportunities and channels to talk
about my ideas.† 61.35±14.05

Departments cooperate each other without
conflicts.† 58.05±13.08

Lack of reward 64.09±11.44
55.6∼66.

6
66.7∼ 41(27.1)

I am provided with opportunity of developing
my capacity.† 67.43±14.96

I am provided with opportunity of developing
my capacity.† 64.47±14.25

I acquire respect and confidence from my
company.† 60.43±14.25

Job insecurity 58.88±15.67 33.4∼50.0 50.1∼ 76(50.1)

Undesirable changes (i.e. downsizing) will
come to my job. 60.86±16.70

My future is uncertain because the current
situation of my company is unstable. 56.91±18.47

Interpersonal conflict 51.10±9.43 33.4∼44.4 44.5∼ 131(86.1)

My supervisor is helpful in getting the job
done.† 54.30±14.93

I have someone who understands my
difficulties at work.† 50.00±12.21

My coworker is helpful in getting the job
done.† 49.18±10.92

Total 63.18±6.47 50.1∼55.6 56.0∼ 130(86.1)

†Inverse item

<Figure 6>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nurse's occupational stress.

n=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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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0(±0.54)점으로 나

타났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

족한다.’ 항목의 평균이 3.61(±0.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병원 간호

부의 승진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가 2.46(±0.80)점, ‘우리 간호부의 근무조건에 대

해 만족한다.’ 가 2.54(±0.84)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Figure 7>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nurse's occupational satisfaction.

n=152

Category Mean±SD

I'm satisfied with relationship with my coworkers. 3.61±0.65

I'm satisfied with the work I'm doing. 3.33±0.71

I'm satisfied with the superior's leadership. 3.29±0.89

I'm satisfied with my salary. 2.78±0.90

I'm satisfied with the working conditions of our

nursing department.
2.54±0.84

I'm satisfied with the promotion opportunities of our

nursing department.
2.46±0.80

Total 3.00±0.54

ㆍIn a scale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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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

환,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의 차이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차이는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8>.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의

경우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표 9>

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를 보면 간호직 경력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높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0.538, p=0.59). 고용형태에서

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650, p=0.20). 직무 만족도를 보면 직급에 따라 직무 만

족도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간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2.95점인데 반해 주

임 간호사 이상은 3.17점으로 직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t=4.319, p=0.04).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의 직무 만족도가 3.03점으

로 계약직의 2.91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294,

p=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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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Disorder Non disorder

(p)N(%) N(%)

Age(/year) 20∼29 23(45.1) 28(54.9) 2.259 ( .323 )

30∼39 39(48.8) 41(51.3)

≧ 40 11(52.4) 10(47.7)

Marital Married 36(50.0) 36(50.0) 1.907 ( .167 )

state Single 37(46.3) 43(53.8)

Educational 3rd. year college 31(50.0) 31(50.0) 0.260 ( .878 )

background Bachelor 33(45.2) 40(54.8)

Graduate 9(52.9) 8(47.1)

Drinking Minimum 38(45.8) 45(54.2) 2.072 ( .355 )

2∼3 times a month 23(46.0) 27(54.0)

1∼2 times a week 12(63.2) 7(36.8)

Motion None 28(44.4) 35(55.6) 0.956 ( .812 )

frequency < 1 time a week 23(57.5) 17(42.5)

(/week) 1∼2 times a week 11(37.9) 18(62.1)

≧ 3 times a week 11(55.0) 9(45.0)

Household None 9(40.9) 13(59.0) 0.005 ( .997 )

labor frequency < 1 hour 33(47.1) 37(52.8)

(/day) ≧ 1 hour 31(51.7) 29(48.3)

BMI < 18.5 13(54.2) 11(45.8) 2.119 ( .347 )

(kg/㎡) 18.5∼22.9 53(46.5) 61(53.5)

≧ 23.0 7(50.0) 7(50.0)

Nursing ≦ 7 26(48.1) 28(51.9) 3.746 ( .154 )

career 7∼12 26(51.0) 25(49.0)

(/year) > 12 21(44.7) 26(55.3)

Endoscopy ≦ 2 23(48.9) 24(51.1) 1.789 ( .409 )

nursing career 3∼4 28(58.3) 20(41.7)

(/year) > 4 22(38.6) 35(61.4)

Position General nurse 58(49.2) 60(50.8) 3.719 ( .054 )

Chief nurse 15(44.1) 19(55.9)

Work Permanent worker 54(45.8) 64(54.2) 1.711 ( .191 )

status Contracted worker 19(55.9) 15(44.1)

Working Full time 65(47.1) 73(52.9) 0.022 ( .882 )

hours Part time 8(57.1) 6(42.8)

<Figure 8>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 relation to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prevalence rate. n=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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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Occupational
stress

t/F(p) Occupational
satisfaction

t/F(p)

Age(/year) 20∼29 2.51 ± 0.25 0.271(.76) 2.95 ± 0.51 0.372 (.69 )

30∼39 2.53 ± 0.28 3.01 ± 0.60

≧ 40 2.56 ± 0.19 3.07 ± 0.47

Marital Married 2.52 ± 0.27 0.152(.70) 3.03 ± 0.56 0.444 (.51 )

state Single 2.53 ± 0.25 2.97 ± 0.54

Educational 3rd. year college 2.52 ± 0.24 0.287(.75) 2.98 ± 0.50 0.069 (.93 )

background Bachelor 2.52 ± 0.28 3.01 ± 0.59

Graduate 2.57 ± 0.24 3.02 ± 0.59

Drinking Minimum 2.54 ± 0.27 0.396(.67) 2.98 ± 0.58 0.847 (.43 )

2∼3 times a month 2.50 ± 0.24 3.08 ± 0.48

1∼2 times a week 2.55 ± 0.28 2.90 ± 0.57

Motion None 2.52 ± 0.27 0.100(.96) 3.09 ± 0.53 1.795 (.15 )

frequency < 1 time a week 2.54 ± 0.27 2.89 ± 0.47

(/week) 1∼2 times a week 2.52 ± 0.25 2.89 ± 0.67

≧ 3 times a week 2.53 ± 0.24 3.11 ± 0.51

Household None 2.53 ± 0.24 2.414(.09) 2.95 ± 0.47 0.734 (.48 )

labor

frequency
< 1 hour 2.48 ± 0.27 3.06 ± 0.58

(/day) ≧ 1 hour 2.58 ± 0.25 2.95 ± 0.54

BMI(kg/㎡) < 18.5 2.52 ± 0.33 0.415(.66) 3.04 ± 0.66 0.085 (.92 )

18.5∼22.9 2.52 ± 0.25 3.00 ± 0.54

≧ 23.0 2.59 ± 0.15 2.98 ± 0.41

Nursing ≦ 7 2.50 ± 0.25 0.538(.59) 2.98 ± 0.51 0.352 (.70 )

Career 7∼12 2.53 ± 0.27 2.97 ± 0.55

(/year) > 12 2.55 ± 0.25 3.06 ± 0.60

Endoscopy ≦ 2 2.49 ± 0.26 0.650(.52) 3.05 ± 0.50 0.918 (.40 )

nursing career 2∼4 2.55 ± 0.28 2.91 ± 0.59

(/year) > 4 2.53 ± 0.24 3.03 ± 0.55

Position General nurse 2.53 ± 0.27 0.239(.81) 2.95 ± 0.54 4.319 (.04)*

Chief nurse 2.52 ± 0.20 3.17 ± 0.56

Work Permanent worker 2.51 ± 0.27 1.650(.20) 3.03 ± 0.54 1.294 (.26 )

status Contracted worker 2.58 ± 0.23 2.91 ± 0.58

Work Full time 2.52 ± 0.26 0.102(.75) 3.00 ± 0.53 0.026 (.87 )

hours Part time 2.55 ± 0.27 3.02 ± 0.71

<Figure 9>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 relation to occupational

stress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n=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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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를 보면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중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성별, 연령, 결혼, BMI 등으로 나타났다(Bruno et al., 2010). 여성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연령, 결혼, 운동, BMI, 직급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신체적 부담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으로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0>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율을 3단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

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만을 투입하였을 경우 일반간호사가 주임간호사 이상의 직

급군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확률이 3.39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3.39, 95% CI=1.07-10.75).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를 추가

투입한 2단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위험율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적 부담을 투입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결혼, 직급과

신체적 부담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이 있을 확률이 3.58배 높았고(OR=3.58, 95% CI=1.20-10.71), 일반간호사는 주임간

호사이상에 비해 3.59배로 높았으며(OR=3.59, 95% CI=1.00-12.90), 신체적 부담은

근골격계 질환 위험율을 3.9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R=3.96, 95%

CI=1.85-8.48). 즉, 5단계로 측정된 신체적 부담에서 신체적 부담에 대한 인식이 1

단계 높아질수록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확률이 3.9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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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st step 2nd step 3rd step

OR(95% CI) OR(95% CI) OR(95% CI)

Age

20∼29(ref)

30∼39 1.30(0.46 - 3.70) 1.35(0.46 - 3.91) 1.31(0.42 - 4.09)

≧ 40 0.71(0.14 - 3.65) 0.62(0.11 - 3.33) 0.39(0.07 - 2.31)

Marital state

Single(ref)

Marriage 2.30(0.87 - 6.07) 2.43(0.90 - 6.56) 3.58(1.20 - 10.71)*

Motion

frequency

None(ref)

< 1 times

a week
1.84(0.65 - 5.19) 1.67(0.58 - 4.78) 2.36(0.76 - 7.35)

1∼2 times

a week
1.66(0.54 - 5.14) 1.56(0.49 - 4.92) 2.42(0.70 - 8.32)

≧ 3 times

a week
2.36(0.61 - 9.07) 2.41(0.62 - 9.40) 3.99(0.87 - 18.25)

BMI < 18.5 0.45(0.16 - 1.28) 0.46(0.16 - 1.30) 0.35(0.11 - 1.14)

18.5～22.9(ref) ≧ 23.0 2.29(0.45 - 11.77) 2.03(0.40 - 10.42) 3.69(0.68 - 20.12)

Position General

nurse
3.39(1.07 - 10.75)* 2.90(0.89 - 9.48) 3.59(1.00 - 12.90)*

Chief nurse(ref)

Occupational

stress

Low risk(ref)

High risk 1.60(0.44 - 5.80) 1.06(0.25 - 4.43)

Occupational satisfaction 0.66(0.28 - 1.56) 0.66(0.26 - 1.67)

Physical burden 3.96(1.85 - 8.48)***

CI : Confidence Interval, ***p<.001, *p<.05

<Figure 10>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referr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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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국가적 손실 비용을 고려

해 볼 때, 간호사와 환자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화기 내시경

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특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

로그램의 개발과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

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특성, 연구 대상자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체적 부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특성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85%)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증

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목,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부위에서라도 통증이나 불편한 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강도 이

상의 통증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상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자도 7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근골격계 증상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정현숙, 2004; 김영식, 2007; 김남정,

2009; 김현희, 2011; 박주리, 2013)과 유사하거나 높은 근골격계 질환 호소율을 보

여주고 있으며,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음

을 보여준다.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체부위

는 다리/발(48.7%), 허리(45.4%), 어깨(44.7%) 손/손목/손가락(40.1%) 순으로 나타

났다. 암 전문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천옥(2007)의 연구에서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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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유병율이 가장 높았으며 진단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태수(2003)도 하

지의 유병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고경옥, 2002; 최원겸, 2005; 김영실, 2007; 김남정, 2009;

박주리, 2013)에서는 허리와 어깨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이 가장 높다고 일괄보

고 되었다.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는 시술을 하며 입어야 하는 납가운을 장시간

착용함으로서 무게감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유정임 등, 2004)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

희, 2010)와 유사하게 내시경실 간호사도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것이 실제로 다리/발에 많은 부담을 주어 하지의 유병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체위변경, 복부압박과 같은 검사실 업무들과 환자나 침대 이동 등은 환

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높이에 맞춰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에서 업무를 반복 수행

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갈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체위변경이나,

역설적 반응 등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경

우에도 어깨와 허리에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유병율이 높은 것

으로 생각된다. 손/손목/손가락의 경우에는, 내시경실 검사실에서의 주 업무인 복

부압박, 체위변경, 환자의 육체적 지지, 스콥의 이동 및 고정 등의 업무는 주로 손

과 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손목/손가락이 다른 연구결과들 보다 비교적 유병

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 본다.

이처럼 연구마다 주요 근골격계 질환 호소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과 작업조건, 수행자세의 차이 등에 따라 주로 사용하거나 부담을 주

는 신체 부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근골격

계 질환 유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

환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서는 대상자 참여 전략과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은(2007)은 참여자 워크숍, 병동 정기방문, 개선사례 중간발

표, 최종 발표대회로 구성된 참여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이 소책자를 활용한 건강정

보 제공보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증가 및 근골격계 증상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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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호텔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증상완화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대상자 부서

의 작업특성, 증상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운동프로그램 적용시 발/발목/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자각 증상이 감소하여 근골격계 증상완화를 위한 맞

춤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내었다(유지형,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내시경실 간호사를 위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간호사

가 직접 참여하여 중재를 개발할 뿐 만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적 특성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특성을 고려

하여 실제적으로 참여 가능한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시킴으로써 작업관

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병원 업무 특성에 의해 공학적 개선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트레칭 교육을 비롯한 교육적 개선과 함께 소단위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향후 간호사의

지속적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적절한 휴식시간의 안배와 같은 관리적 개선안의 도입을 통한 작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은

신체적 부담, 결혼유무, 직급이다.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신체적 부

담은 5점 만점에 2.28점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부담 항목 중 점수가 높은 항목들

을 살펴보면 환자의 체위변경, 복부압박, 장시간 서있거나 같은 자세 유지, 환자이

동,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 침대높이 변경, 환자의 육체적 지지 등이다. 신체적

부담 항목 중에서 VDT 작업, 환자상태 관찰, 정맥 주입로 확보, 주사 및 수액과

약제의 준비 등은 2점미만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항목들은 내시

경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신체적 부담의 일부이지만, 육체적인 부담감을 직접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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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신체적 부담의 항목은 ‘환자의 체위변경‘이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유진(2002)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

며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많이 나타났고 특히 체위변경시 신체적 부담이 높았다고

하였다. 정은희와 구정완(2006)의 연구에서는 환자 옮기기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수준이 ‘매우 높음’으로 나와 이는 내시경실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신체적 부담 중 체위변경, 환자이동 업무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위치에 맞추어 허리를 굽히고 손목

을 구부리며 복부압박을 하고, 환자의 육체적 지지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부적

절한 자세로 서있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업무는, 최호선(2009)의 연구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가 높았다.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근골격계 질환 유병율을 높인

다는 Hakkanen et al.(2000), Fredriksson et al.(2001)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

또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수면내시경 검사나 치료를 위해 수면

제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약물의 역설적 반응(acting out) 과 같은 응급상황을 대

처하는 데에서 오는 신체적인 부담은 다른 병동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병원의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간호작업을 상세히 분류하여 작업에 대한 노출

수준에 따라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가능성이 큰 간

호작업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작업별 근골

격계 질환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인간공학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본다. 위험수준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자세를 교정하고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올바른 자세를 숙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환

자를 옮기거나 체위 변경, 복부압박을 할 때 간호사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용 보조 도구를 활용하며 장시간 서있는 자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발밑에 피로매트나 적당한 발 지지대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환경의 개선과 동

시에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위한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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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수면제의 역설적 반응(acting out)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

비하여 각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적절한 분배와

함께 ‘응급 상황 대처 프로토콜’을 소화기 내시경실의 환경에 맞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적 부담을 야기시키는 업무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 등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에 따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계적

인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 유무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기혼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률이 미혼자보다 높았다. 이는 우남희(2009), 최인준

(2013)의 연구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허리의 통증이 적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남희(2009)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미혼자의 비율이 매우 높

았으며, 최인준(2013)의 연구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기혼자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부

담과 더불어 집에서 가사노동이라는 다른 형태의 신체적 부담감을 주는 일을 하

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육아 스트레스, 배우자 스트레

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이광자 등(2007)은 취업주부가 가사, 육아, 남편 및 육아스트레스 등 사회역

할과 가정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 김나현 등(2013)은 아이를 둔 취업주부가 힘든 반복일상과 양육부담으로 지쳐

가는 삶을 살고 있으며, 윤지원 등(2009)은 취업주부의 스트레스가 육체적 부담으

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 관련 스

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상태가 유의미한 근골격계 질

환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직급에서는 일반간호사가 주임 간호사 이상보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

험률이 높았는데 직급이 높을수록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높게 나타난다(홍선우 등,

2010)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내시경실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홍선우 등(2010)의 연구는 119 구급대원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데 반해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업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119 구급대원의 경우 대부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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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비상상황이므로 직급은 긴장되고 예측 불가능한 신체적 업무에 얼마나 오랫

동안 노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반면, 내시경실 간호사의 경우 일정한 대처양식과

예측불가능한 대처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얼마나 능숙하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간호사의 경우 직급이 낮을수록 능숙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클 수 있다. 나아가 내시경실에서 신체적 부담을 경험하

는 업무들은 대부분 일반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심리적 요인인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아니었다. 직무 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김민지, 2013; 김영실, 2007; 우남희, 2009; 최순영 등, 2008; 한상환, 2001)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시행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이 직무 스트레스 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있어서 신체적

부담에 관한 중재와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본다.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총 직

무 스트레스 점수는 100점 만점에 63.18점으로, 모든 업종을 포괄한 KOSS-SF 여

성 평가 참고치(장세진 등, 2005)의 상위 25% 범위 내에 포함되는 높은 수준이었

다. 본 연구와 같은 직무 스트레스 연구도구인 KOSS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김영실(2007)의 연구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숙희(2009)

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간호업무가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부 영역별로는 직무요구, 직장문

화, 직무 자율성 결여영역이 전국 참고치의 상위 25% 안에 속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SS-SF 여성 평가 참고치의 상위 25%에 포함하는 대상

자를 High risk 그룹으로 분류하였을 때 직무 요구의 High risk 대상자는 87.1%,

직장 문화는 99.1%, 직무 자율성 결여는 64.1%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 요구는 간

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김영실, 2007; 우남희, 2009; 김효

주, 2013)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무 수행시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 책임감, 업무량 등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간호직이라는 인간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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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시급성을 요하는 직업임을 감안할 때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직장 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위계지향 문화가 높은

경향인 병원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다양한 업무역할이 요구되어 간호사의 업무 부

담이 과중되고, 간호 관리자, 의사들과의 관계 저하로 오는 권위적인 분위기와 강

압적인 회식 분위기, 비합리적인 의사소통 체계로 인한 것이라 본다. 직무 자율성

결여에서 높은 점수는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양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이 적고 응급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업무를 할당 받

는 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직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 해석

된다. 특히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수면제의 역설적 반응(acting

out) 과 같은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데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 또한 클 것이라 본

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보아 병원 간호사들은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로 근무 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간호사는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직

업중의 하나로(한금선 등, 2004; 김정미, 2011),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은 직무

만족을 저하시키며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야기 시켜 악순환이 거듭되고(이현정,

2004),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병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의

중재를 다른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훨씬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스스로 직무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70%는 자기 인생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반면, 직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은 14%만이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있어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개인의 발

전 뿐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이혜진 등, 2000). 이를

위해 간호사는 근무부서를 배정 받기 전 충분한 상담과 개인의 특성 및 근무 부

서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근무 부서 배치전환과, 직원들에게 근무 외의 강압

적인 회식 문화 금지, 의사소통 체계 촉진등과 같은 근무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

다. 효과적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감소시켜 간호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과 효과적인 사회 심리적 차원의 예방활동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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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리적 요인의 하나인 직무 만족도도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아니었으며, 직무만족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김숙

영(2009), Costa(2010)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 또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

의 근골격계 질환이 다른 분야의 간호사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직무 만족도

와 무관하게 내시경실 작업의 신체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MSQ를 이용해 직무만족도를 연구한 박명

화(2008), 김명화(2010), 김정희(2006) 등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하게 3.0점

이하의 낮은 점수로 보고되어 이는 간호사 대부분이 낮은 직무만족을 느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적절한 보상, 임상경력,

업무량 과중, 의사와의 대인관계 갈등,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익숙지 않은 상

황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박진주, 2006), 이는 기대보다 업무성과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과 행정 참여에 대한 간호사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미, 2011).

하부 항목을 살펴보면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 간호부의 승진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간호부의 근무조건

에 대해 만족한다.’ 항목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즉,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승진기회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동료와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들은 내시

경실 업무의 특성상 개별적인 업무가 아니라 내시경 시술이라는 실제적인 업무를

팀 기반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려면 개개인 자신이 업무자체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책임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김현경, 2001). 따라서 간호 관리자는 단순히 병

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건강문제와 연

결되는 간호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감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간호업무의 만족도

를 상승시키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병원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병원 정책

적으로는 승진기회나 근무 조건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절한 보상으로 자기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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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러한 간호사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편의 추출에 의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3차병원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 전체로 일반화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객관적인 검사의 진단이나 임상 소견이 아니라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에만 의존하

였기 때문에 개인의 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차이가 결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과는 다른 근골격계 질환 유병율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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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간호연구, 실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1) 간호연구 측면

현재까지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

을 연구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의 위험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 간호실무 측면

(1)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작업관련성 근곤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직업적 특성, 사회 심리적 요인정도를 파악하고, 소화기 내

시경실에서 실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작업의 신체적 부담 도구를 만들어 측정

하였다.

(2) 본 연구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발생정도를 연

구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으며 추후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포괄

적인 중재 전략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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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도되었다.

자료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

한 16개 3차병원 소화기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신체적 부담, 직무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근골격계 질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의 총 69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Version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카이

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 분산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

에 한번이상 관절부위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이 중간통증 이상이며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중 하나라도 질환이 있는 경우 작

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자로 분류하였고 총 117명(77%)이었다.

2)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부담은 5점 만점에 평균 2.28점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부담이 가장 큰 업무는 ‘체위변경’이 3.02점, ‘환자나 침대 이동’이 2.89점, ‘서있거

나 같은 자세 장시간 유지’가 2.8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18점으로 나타났으며, 직

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0점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회 심리적 요인의 차이는 직무 만족도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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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반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2.95점인데

반해 주임 간호사 이상은 3.17점으로 주임 간호사 이상의 직급에서 직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4.319, p=0.04)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결혼, 직급, 신체적 부

담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확률이 3.58배

높았고(OR=3.58, 95% CI=1.20-10.71), 일반간호사는 주임간호사 이상에 비해 근골

격계 질환이 있을 확률이 3.59배 높았으며(OR=3.59, 95% CI=1.00-12.90), 신체적

부담은 근골격계 질환 위험율을 3.9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R=3.96, 95% CI

= 1.85 -8.48).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 신체적 부담,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

해 간호사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

을 통해 증상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함께 이미 발생한 질환자들에 대한 재활

과 업무복귀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시경실 간호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 관여하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 관

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 만족

도를 높이는 등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 56 -

2.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작업관련성 근골

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과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

와 그 경로를 분석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2) 본 연구에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를 위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

방 및 완화를 위한 중재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내시경실 간

호사를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

는 다양한 접근 및 전략이 임상 간호 실무에 적용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2)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1) 신체적 부담

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부담이 되는 작업에 대한 작업부하와 작업빈도만을

측정하였다.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신체적 부담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파악하여 정확한 신체적 부담 정도를 측정해야 함을 제언하

는 바이다.

②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이 되는 업무를 14가지 항목으로 나

타냈는데 이를 토대로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

책과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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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현장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2) 사회 심리적 요인

① 한국의 간호업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신뢰도 및 타당도 높은 표준

화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간호 분야의 임상현

장에서 연구된 자료와의 비교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②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임상 업무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이고 실제적 기법의 적용

이 가능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언하는 바이다.

③ 사회 심리적 요인인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 다른 사회 심리적 요인

과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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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를 위한 설명문

연구제목 :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부록 1. 설문지

<연구 배경 및 목적>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의 주요 건강문제이며 조기

발견, 조기치료가 늦으면 만성화 되는 질환으로 치료나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확인

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하기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

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소화

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기관>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진행됩니다.

<연구 방법>

(1) 연구과정 및 방법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정도를 파악하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

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연구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

한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인 3차병원 중에서 편의 표본 추출한

17개 3차병원의 소화기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쓰이는 도구는 자가보고 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신체적 부담 14문항,

직무스트레스 24문항, 직무 만족도 6문항, 근골격계 질환 8문항, 일반적 특성 12문

항, 직업적 특성 5문항으로 총 6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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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수사항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연구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하시

게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는 방법으로 연

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준비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료의 비밀 보장>

본 연구의 일부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이름과 연락처)가 수집되게 됩니다. 수

집된 자료는 연구 담당자인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파일 내에 저장되며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연구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자의로 연구 참여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 및 긴급 연락처>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라도 문의하실 수 있

습니다.

2013. 10. 5.

연구 책임자 : 김수연

연락처 :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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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 내시경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며 연구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응답이 진행되는 도중이

라도 중지하시길 원한다면 언제라도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를

거부하신다면 본 연구 참여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연구 대상자에

서 제외되실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설문내용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통계처리 되어 오직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2013년 10월 5일

․ 연구자 김수연 올림

․ E-mail : tn0000@naver.com

․ 휴대폰 :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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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작 업 부 하 작 업 빈 도

매우

쉬움

쉬

움

약간

힘듦

힘

듦

매

우

힘

듦

아

주

가

끔

(월1

회)

가

끔

(매

일)

자

주

(1일

2~3

회)

계

속

(1

일

4시

간

이

상)

초

과

근

무

시

간

(1

일

8시

간

이

상)

1. 주사 준비, 수액확인 및

준비, 경구용약제의 준비

및 투약을 할 때

2. 환자의 정맥 주입로 확

보를 위한 처치를 할 때

3. 위, 대장 내시경 스콥을

이동 및 고정하는 등 검사

준비를 하고 검사 후 정리

를 할 때

4. 시술자에게 맞춰진 작

업환경(모니터 위치, 침대

높이)에서 검사 및 조직검

사를 할 때

5. 시술자에게 맞춰진 작

업환경(모니터 위치, 침대

높이)에서 장세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주사기로 주

입 할 때

6. 내시경 검사나 시술시

(납가운을 입고) 장시간 서

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해

야 할 때

7. 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복부압박을 할 때

Ⅰ. 다음은 내시경 간호사가 주로 수행하는 작업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귀하가 느끼는 힘든 정도와 해당 작업의 수행 빈도를 해당

란에 체크(V)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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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체위변경을 할 때

9. 침대의 높이를 검사종

류에 맞게 빈번히 변경해

야 할 때

10.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

하여 환자의 육체적 지지

를 할 때

11. 환자의 역설적 반응

(acting out)과 같은 위험

한 상황일 때

12. 의식 하 진정 상태의

환자를 옮기거나 회복실로

침대를 이동할 때

13. 환자 상태 관찰, 활력

징후를 조사 할 때

14. 간호계획 및 일지기록,

환자상태 확인 등 VDT

작업을 할 때



- 79 -

통증부위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

가락
허리 다리/발

1. 통증의 구체

적 부위는?

(복수응답

가능)

□ 오른쪽

□ 왼쪽

□ 양쪽모두

□ 오른쪽

□ 왼쪽

□ 양쪽모두

□ 오른쪽

□ 왼쪽

□ 양쪽모두

□ 오른쪽

□ 왼쪽

□ 양쪽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

증 기간은

얼마동안 지

속됩니까?

□ 1일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1일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기 참조)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보 기 >

ㆍ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ㆍ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ㆍ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

ㆍ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

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

나 자주 경

험하셨습니

까?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Ⅱ. 다음 문항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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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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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V)하고

해당 통증 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V)해 주십시오)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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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

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6. 지난 1년 동

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

해 어떤 일

이 있었습니

까?

□ 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7. 증상의 원인

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

니까?

□ 업무, 작업

□ 질병, 외상

□ 집안일

□ 취미, 운동

기타 ( )

□ 업무, 작업

□ 질병, 외상

□ 집안일

□ 취미, 운동

기타 ( )

□ 업무, 작업

□ 질병, 외상

□ 집안일

□ 취미, 운동

기타 ( )

□ 업무, 작업

□ 질병, 외상

□ 집안일

□ 취미, 운동

기타 ( )

□ 업무, 작업

□ 질병, 외상

□ 집안일

□ 취미, 운동

기타 ( )

□ 업무, 작업

□ 질병, 외상

□ 집안일

□ 취미, 운동

기타 ( )

8. (7번답이 업

무, 작업일

경우) 어떤

작업을 수행

하면서부터

통증이나 불

편함을 느끼

게 되었습니

까?

작업명이나

특정 작업 또

는 행동

( )

작업명이나

특정 작업 또

는 행동

( )

작업명이나

특정 작업 또

는 행동

( )

작업명이나

특정 작업 또

는 행동

( )

작업명이나

특정 작업 또

는 행동

( )

작업명이나

특정 작업 또

는 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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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2.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3.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4.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5.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6.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7.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8.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

절할 수 있다.

9.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

움을 준다.

10.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 데 도

움을 준다.

11.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

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

람이 있다.

12.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

하다.

13.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Ⅲ. 다음 문항은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비슷한 곳에 체크(V)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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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

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

적이다.

15.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

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

루어지고 있다.

16.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17.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18.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

을 받고 있다.

19.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20.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1.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22.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

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23.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

이다.

24.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

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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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한다.

2. 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

족한다.

3. 나는 상사의 지도력에 만족한다.

4. 나는 연봉에 대해 만족한다.

5. 나는 우리 병원 간호부의 승진기

회에 대해 만족한다.

6. 나는 우리 간호부의 근무조건에

대해 만족한다.

1. 연령 만 세 2.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 기 타(이혼, 사별)

3. 교육정도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4. 성별 □남 □여

5. 체격 키: cm 몸무게: kg

Ⅳ. 다음 문항은 직무 만족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비슷한 곳에 체크(V)해 주십시오.

Ⅴ. 다음은 일반적 특성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란에 체크(V)해 주십시오.

6. 술은 마십니까?

□ 거의 마시지 않는다 □ 2-3회/월 □ 1-2회/주 □ 거의 매일

7. 흡연은 하십니까?

□ 비흡연 □ 흡연 □ 과거흡연

8. 평소 건강을 위해 30분이랑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안한다 □ 월1-2회 □ 주 1-2회 정도 □ 주 3-4회 정도 □ 주 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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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직에 종사한 총 경력 년 개월

2. 소화기 내시경실 근무 경력 년 개월

3. 직급 □ 일반 간호사 □ 주임간호사□ 수간호사이상

4. 현재 고용 형태 □ 정규직 □ 계약직 □ 기타

5. 현재 근무 형태 □ 정시간 □ 단시간

9. 하루 평균 가사노동(밥, 빨래, 청소, 2살 미만의 아이돌보기 등) 시간은?

□ 안한다 □ 1시간미만 □ 1-2시간미만 □ 2-3시간미만 □ 3시간 이상

10.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

십니까?

□ 아니오

□ 예-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

11.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에 대해 체크해 주세요(복수응답가능)

□ 류마티스관절염 □ 당뇨 □ 고혈압 □ 루프스병 □ 통풍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암 □ 호흡기질환 □ 위장질환

□ 갑상선 질환 □ 우울증 □ 간염 □ 근골격계질환 □ 기타( )

12. 과거에 운동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신체를 다쳐 병원치

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 목, 어깨, 팔/팔굼치, 손/손가락/손목 ,허리, 다리/무릎/발)

Ⅵ. 다음은 직업적 특성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란에 체크(V)해 주십시오.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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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

지 않다

1. 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복부압박을 할 때

2. 내시경 검사 시 환자의 체위변경을 할 때

3. 환자의 예기치 않은 움직임을 대비해 긴장

하며 무리한 힘을 주고 있을 때

4. 시술자에게 맞춰진 작업환경(모니터 위치,

침대높이)에서 검사 및 조직검사를 할 때

5. 시술자에게 맞춰진 작업환경(모니터 위치,

침대높이)에서 장세척을 위해 생리식염수

를 주사기로 주입 할 때

6. 침대의 높이를 검사종류에 맞게 빈번히 변

경해야 할 때

7. 위, 대장 내시경 스콥을 이동 및 고정하는

등 검사준비를 하고 검사 후 정리를 할 때

8. 내시경 검사나 시술시(납가운을 입고) 장

시간 서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

9. 환자 상태 관찰, 활력징후를 조사 할 때

10. 간호계획 및 일지기록, 환자상태 확인 등

VDT 작업을 할 때

11. 주사 준비, 수액확인 및 준비, 경구용 약

제의 준비 및 투약을 할 때

12. 환자의 역설적 반응(acting out)과 같은

위험한 상황일 때

13. 의식 하 진정 상태의 환자를 옮기거나

부록 2. 전문가 타당도 설문지

1. 다음은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신체적 부담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와 같은 문항 내용으로 신체적 부담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타당한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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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실로 침대를 이동할 때

14. 환자의 정맥 주입로 확보를 위한 처치를

할 때

2. 위의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하거나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적어주시

기 바랍니다.

< 일반정보 조사지>

다음 문항을 읽으신 후 해당란에 "V" 하거나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만 세

2. 성별 남 ( ) 여 ( )

3. 임상경력 년 개월

4. 현 직책(종)

1) 의사 2)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 3) 간호학 교수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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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부록 3. 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

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

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

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나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T. 02-2072-069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13 년 월 일

연구 대상자

성 명 (서명)

(서명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연구결과 요약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 필히 작성)

* 연구 종료 후 연구 결과 요약지를 받기를 원합니까? 예 □ 아니오 □

연구자
성 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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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업무내용

1.주사약

준비 및

투약

내시경 검사 전 주사와 약제

를 준비하고 수액을 연결할 경

우 확인 및 준비, 검사 후 환

자에게 줄 경구용 약제를 준비

하고 투약하는 등의 업무이다.

2.정맥

주입로

확보를 위한

처치

수면제와 약제, 수액이 들어갈

환자의 정맥 주입로를 확보를

하는 업무이다.

3.스콥

이동,

검사준비 및

정리

위, 직장, 대장 진단 내시경이

나 치료 내시경을 위해 스콥

장에서 각 검사에 맞는 스콥

을 가지고와서 고정하고 pre

test 를 한다. 검사가 끝난 후

에는 스콥을 정리하고 세척

실이나 스콥을 놓는 곳에 갖

다 놓는다.

검사와 시술

보조

검사나 시술을 하는 동안 시술의 에게 맞춰진 내시경 모니

터 위치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장시간 불편한 자세

부록 4.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신체적 부담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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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니터를 보며 업무를 하게 된다. 침대의 높이 또한 시

술의 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침대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부적절한 자세로 있게 된다.

4.조직검사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와

시술을 보조하게 되고 용종이

나 생검을 해야 할 경우 포셉

을 사용하여 조직검사를 한다.

5. 생리

식염수 주입

내시경 검사나 시술시 위장세

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주사

기로 주입하여 검사를 돕는 간

호업무를 한다.

6.서있거나

같은 자세

유지

내시경 검사나 시술시 필요한

경우 납가운을 입으며 장시간

서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

고 간호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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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복부압박

대장 내시경 검사나 시술시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환자

의 복부 압박을 하는 업무이

다.

8.체위변경

대장 내시경 검사나 시술시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하여 환

자의 체위변경을 하는 업무이

다.

9.침대 높이

조정

위, 대장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이에 맞는 침대 높이를

조절하는 검사 전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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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자의

육체적 지지

환자가 의식하 진정 내시경

을 시행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움직임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

를 대비해서 환자의 머리와

몸, 다리 등을 잡고 육체적인

지지를 하는 업무이다.

11.돌발

상황시

환자지지

수면제의 사용으로 환자의

역설적 반응(acting out)으로

움직임이 과격해졌을 때 환자

의 안전을 위해 몸을 잡고 지

지하는 업무이다.

12.환자

이동

검사나 시술이 끝난 후 의식

하 진정상태의 환자를 침대 중

앙으로 옮기고 침대를 회복실

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업

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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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활력징후

측정

검사 중, 검사 후 환자의 상태

관찰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업무이며 주로 검사실과 회복

실에서 이루어진다.

14.컴퓨터

작업

내시경 검사나 시술 후 간호계

획 및 일지를 기록하고 환자상

태 확인을 기록하는 등의

VDT 작업을 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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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번 호 간대IRB 2013-0038-1
발 송 일

자
2013. 10. 14.

심 의 종 류 
□신규심의            ■재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종료 및 결과보고     □기타심의

연 구 과 제 명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

연 구 자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세대학교 석사생 김수연
연 구 종 류 

(중복표시가능)

■설문조사          □관찰연구            □행동실험연구

□검체 활용 연구(혈액, 체액 등)      □기타

연 구 계 획 기 간 2013년 10월 15일 ∼ 2013년 12월 30일 
심 의 일 자 2013년 10월 13일 

심 의 결 과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중지 또는 보류

연구승인유효기

간

2013년 10월 13일 

∼ 2013년 12월 30일 

- 연구 진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

면 변경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

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

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에 

가능합니다.

- 연구종료 후 3개일 이내에 종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 의 의 견 - 특이사항 없음

부록5.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통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결과

통보서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 nursingirb@yuhs.ac Fax : 02-392-5440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

심은 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Tel : 82-02-2072-0694

FAX : 82-02-2072-036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번지 (우)110-744

심의결과통보서
IRB No. H-1309-042-519 제출경로 서울대병원

수신
책임연구자 김수연 소속 강남센터 직위 간호직

의뢰기관

연구과제명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위험요인

Protocol No. Version No.

생명윤리법에

따른분류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 배아연구

□ 체세포복제배아연구 □ 단성생식배아연구 □ 배아생성의료기관 □ 인체유래물은행

연구종류

■
임상시험

외 연구

□ 증례보고 □ 생태학적연구 □ 단면조사연구

■ 조사,설문,인터뷰연구 □ 환자군 연구 □ 환자-대조군연구

□ 인체유래물저장소 연구 □ 등록(레지스트리) 연구 □ 시판후사용성적조사

□ 전향적 코호트 연구 □ 후향적 코호트연구 □ 기타

□ 임상시험

연구

대상

□ 의약물 □ 생물학적제제 □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 □ 기타

일반명

상품명

Phase

□ 제1상 □ 제1/2상 □ 제2상 □ 제2/3상

□ 제3상 □ 제4상 □ 생물학적동등성

□ 기타

식약처승인

대상 여부

□ 식약처승인대상

■ 승인 제외 대상

임상시험

목적

□ 학술용 □ 국내(KFDA)허가용

□ 해외 허가용

연구계획서승인일 2013년 10월 10일 (정기보고주기 : 12개월)

승인유효기간 2013년 10월 10일 ~ 2014년 10월 09일 심의대상
연구계획심의
의뢰서(수정후신속심의에대한

답변)
심의종류 신속심의 심의일자 2013년 10월 08일

접수일자 2013년 10월 01일 심의결과통보일 201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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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sk factor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on nurse working

in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Kim, Sooyeo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descriptive research has been practiced to identify risk factor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by understanding their physical burden,

occupational stress,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degree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The data based on 152 nurses working in 16 different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located at Seoul and Gyeonggi area has been collected from

October,15th, 2013 to October, 30th, 2013. The survey has implemen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composing with total 69 questions about physical

burden, occupational stress, occupational satisfaction, degree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e collected data has gather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statistics,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WIN program(Version

21.0), and the principal results are as follows.

1. Total 117(77%) nurses were classified as patients with work-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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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ey either had musculoskeletal disorders lasting

for more than 1 week or had a moderate pain joint symptom which occurs at

least once a year, or had an illness on neck, shoulder, arm/elbow,

hand/wrist/finger, waist, leg/foot.

2. The difference on social psychological factor based on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has shown due to occupational satisfaction level of

each position. Concretely, the occupational satisfaction level of higher than

chief nurse position has shown to be higher(t=4.319, p=0.04)than that of general

nurses, since occupational satisfaction level of general nurses was 2.95 and

that of chief nurses was 3.17.

3.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th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shown to be marriage, position, and physical burden. Compared with

single, married nurses 3.58 times more likely to hav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OR=3.58, 95% CI=1.20-10.71), and compared with

chief nurses, general nurses are 3.59 times more likely to hav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OR=3.59, 95% CI=1.00-12.90), and physical burden

can increase musculoskeletal disorders 3.96 times higher(OR=3.96, 95%

CI=1.85-8.48).

Various reasons including physical burden, both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have shown to be risk factor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on nurses working in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Thus, in order

for prevention, the introduction of continuous and self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 based on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work along with

early detection and early medication is highly requested.

2)

Key word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nurse, Physical burde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