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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2015년 가을, 몇 년간의 고민 끝에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섯 학기동안 일과 함께한 대학원 생활은 많이 힘들었지만 

학업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보람을 느끼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개

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상적인 지식만을 기반

으로 했던 간호학의 좁은 인식을 넘어, 건강증진교육을 비롯한 보건학에 대한 

좀 더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건강증진, 역학, 보건학개론, 보건

통계학, 보건정보, 산업보건, 국제보건...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연

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시작함에 있어 서툴렀던 제게 열정적인 지도와 함께 논문의 방향

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첨삭

지도 해주셨던 김희진 교수님, 논문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항상 

따뜻한 격려와 함께 용기를 주신 지선하 교수님, 온화한 모습으로 세심하고 꼼

꼼하게 논문을 지도해주신 정금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 시작 후 지금까지 아낌없는 응원과 더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언제나 제 능력과 열정에 대해 지지해주셨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

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논문 진행 중에도 바

쁜 시간을 내어 많은 정보를 주고 부족한 통계를 도와준 후배, 연지와 예린이

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해주셨던 김미경 팀장님, 조미화 파트장님, 그리고 

병동 동료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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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 대학원 동기들과 끝내 유종의 미를 거둔 

저에게 기특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논문이 임상간호사들

의 건강증진에 작은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자료수집에 협조해주신 선, 후배 간호사들을 비롯한 저의 논문이 

완성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권 효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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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직업성 질환 발생추이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근

골격계 질환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병원 종사자들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증상 호소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간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물

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인자, 교대근무, 야간근무 등의 작업특성, 사회∙심

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

재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간호영역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

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

련성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서울시 Y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 절차를 설

명하였을 때,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14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48명 중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왕력을 가진 2명

을 제외한 146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 15일

부터 9월 30일까지 총 16일간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장세진 등(2005)의 단축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 안전보건공단

(KOSHA)에서 개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 중 ‘근골격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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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증상조사표’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무스트레스 총점의 평균은 44.8(±8.5)이었으며, 하부 영역별 점수는 

직무요구의 평균이 63.2(±13.3)로 가장 높았으며, 관계갈등의 평균이 

30.5(±13.3)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서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는 146명 중 122명으로 83.6%이었다. 신체부위별

로 살펴보면 어깨부위가 59.0%로 가장 많았고, 허리 57.4%, 다리 43.4%, 손

/손목/손가락 34.4%, 목 30.3%, 팔/팔꿈치 10.7%의 순이었다. 근골격계 증상

을 호소하는 부위가 1개인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28.7%, 2개 부위 35.2%, 3

개 부위 이상 36.1%(3개 16.4%, 4개 13.9%, 5개 3.3%, 6개 2.5%)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차이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경

력, 간호직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

계 증상 개수의 차이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여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근

무경력,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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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점수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의 차이에

서는, 직무 영역 중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점수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의 

차이에서는, 직무 영역 중 직무불안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5.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 유무의 예측

에서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는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Odds Ratio(95% CI)값은 직무스트레스 1~3사분위수군(≤

50.39) 대비 4사분위수군(50.39<)이 11.26(1.23~103.32), 혼합자세 대비 앉

은 자세가 0.19(0.05~0.7)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임상간호사의 근골격계 증상이 높은 수준인 것과 근무

시 주로 취하는 자세가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향후 간호사들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만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근골

격계 증상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업무환경과 업무 요구도, 간호전달체계가 다

른 병원에서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

는 주의를 요한다. 향후 보다 다양하고 많은 의료기관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임상간호사,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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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 MSDs)은 보건 분야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로써,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

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고용노동부, 2017).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다요인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요

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연령, 키, 몸무게 등), 인간공학적 요인(불안정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진동, 중량물 취급 등), 정신사회적 요인(노동 강도, 고용불

안, 직무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강동묵 등, 2011). 

  우리나라 직업성 질환 발생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는 중독성 질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뇌·심혈관질환, 2000년대 후반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병원 종사자들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증상호소가 높게 나타났

다(우남희, 2009; 홍선우 등, 2010; 정도영 등, 2012; 최윤범 등, 2012; 배영

현 등, 2012; 한승협 등, 2012; 박주리, 2013; 왕중산 등, 2015; 박소연 등, 

2017 등). 간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인자, 

교대근무, 야간근무 등의 작업특성, 사회∙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발생하기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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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다(미국 국립산업안전

보건연구원, NIOSH, 1999).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취업자 근로환경조사에 의하면 2014년에 취업자의 22.4%(보건∙사회복지분야 

23.8%)가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건강영향지표 중 몸이 아

픈데도 근무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2010년 21.3%, 2011년 23.1%, 2014

년 25.8%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14년 자료에서 근로자는 요통(78.8%, 

보건∙사회복지분야: 75%), 어깨, 목, 팔 근육통(82.4%, 보건∙사회복지분야: 

79.9%), 하지근육통(81.4%, 보건∙사회복지분야: 76.8%)을 경험했다고 응답했

다. 외국에서도 근로자의 건강문제에서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질병 및 사고 경험은 

2.1배, 질병으로 인한 결근 경험은 1.8배 높게 나타났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장세진 등, 2009). 또한 여러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 

간호서비스의 질, 우울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임 

2010, 안소라 2016, 노진희 등 2015).

  현재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요통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

구에서 정근자, 서순림(2013)은 직무스트레스, 신체역학원리 이동 순으로 요

통정도의 영향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간호사, 119 구급대원,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생산직 여성근로자, 학교급식시설 조리종사자, 거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우남희, 2009; 홍선우 등, 2010; 김혜진 등, 2013; 이새롬 등, 2014; 

왕중산 등, 2015; 이영미 등, 2016; 박소연 등, 2017 등). 

  하지만, 아직 간호영역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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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을 파악

하여, 간호사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마

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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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정도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근골격계 증상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사의 근골격계 증상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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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의 정의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 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

적, 정서적 반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요인과 그 요인으로 

인한 신체의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거나 반복이 될 때 건강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다. 직무스트레

스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 있는데 

그 중 demand-control 모델(Karasek 모델)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모델로서 이 모델에 따르면 정신적인 직무 요구도 수준과 직무 자율성 즉 결

정권의 수준간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 위험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arasek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가 개발

되어 이 KOSS를 사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강동묵 등, 201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가 직무로 인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김매자와 구미옥, 1984).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간호업무 자체, 간호사의 역할 및 대우, 대인

관계, 물리적 환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구미옥과 김매자, 1985). 간호사

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저하로 환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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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실수하거나 일 자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위축되며 흥미를 상실하여 소

외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탓하게 된다(김정이, 2014).

2. 간호사의 근골격계 증상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

나는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뼈, 신경, 건, 인대, 관절, 연골, 추간판 등에 발생하

는 만성적인 손상 혹은 장해로서 작업 때문에 발생하거나 혹은 작업에 의해 

악화되며, 우리나라의 작업관련성 질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동묵 등, 2011).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개인적 특성(키, 몸무게, 작업경력), 

직업적 특성(작업시간 등), 인간공학적 특성(작업 방법,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

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등), 정신학적 요인(단조로운 작업, 작업의 힘든 정

도, 업무량, 상사 또는 동료의 지지 등), 사회적 요인(인력의 변화, 단위 시간

당 생산량 또는 생산속도의 변화, 작업방식 및 조건의 변화, 경기침체 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안전보건공단, 2006).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 직업

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기준 1은 “적어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상지의 관절부위(목, 어깨, 팔꿈치 및 손목)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뻐근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

감각 또는 저릿저릿함)이 존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질병과 사고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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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

  간호사들은 직무 특성상 고도의 긴장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간호를 함에 있어 주로 서서 일하거나, 환자의 부축 및 체위변경, 

환자를 들어서 옮기기, 활력증상 측정, 컴퓨터 작업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팔, 

손, 등, 허리, 다리에 손상이나 영향을 받고 있다(김영옥과 구정완, 2002). 

  대학병원 보건의료인의 근골격계 증상 관련요인을 연구한 문헌에서, 한경아

(2015)는 근골격계 통증 호소율은 간호직 업무종사자가 72%로 가장 호소율

이 높았고, 직종에 따른 신체부위 자각증상 결과에서 간호직은 어깨, 허리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직의 근골격계 통증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던 이유

는 간호직의 특성상 교대근무가 많고 특정한 반복 작업,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작업 자세의 지속,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간호사의 근골격계 증상 관련요인을 연구한 문헌에서, 김영옥과 구정완

(2002)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대한 결과로 등/허리, 어

깨, 다리 부위 순으로 증상을 호소하였다. 김정이(2014)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4.9%가 근골격

계 증상을 호소하였고, 다리, 어깨, 허리 부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

영옥과 구정완(2002)의 증상 호소 부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간호사들

의 허리, 어깨, 다리 부위의 근골격계 불편감 호소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작업관련 근골격계 증상은 간호사들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

며, 간호사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간호 행위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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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크게 4가지 체계(중추 및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와 연관되어 있다. 사실 스트레스가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

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며 아직 관련성이 확정적이지 않다(강동묵, 2011).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 홍선우와 엄동춘, 전명희

(2010)는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 대부분이 부위별 통증 경험과 유의한 관련

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경험의 

교차위험비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김영실(2007)은 직무스트레스가 어깨, 팔, 

손, 허리, 다리 등 근골격계 증상과 유의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고, 우남희와 

김숙영(2009)은 직무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증상 중 어깨 부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민지(2012)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근골

격계 증상에 유의한 변수이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증상 호소

율이 높다고 하였다. 김정이(2014)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근

골격계 증상이 높은 수준이며, 이들 간에 정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첫째, 근육긴

장을 증가시키거나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생리학적 기전을 통해 증상

이 발생되거나 둘째, 증상에 대한 인지를 증가시키거나 증상에 대처하는 능력

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

이라는 가설적 이론이 제안되고 있다(김정이, 2014). 직무스트레스로 유발된 

근육긴장이 근골격계 증상으로 발전하거나, 스트레스가 물리적 작업요건으로 

유발된 염증상태의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근육의 통증 역치

를 감소시키는 물리적 작업요인과 스트레스 상호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Bongers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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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을 규명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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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연구 모형

독립변수 기술통계, 카이제곱, ANOVA, 

로지스틱회귀분석

종속변수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증상

기술통계, 

카이제곱, 

ANOVA

기술통계, 

카이제곱, 

ANOVA,

로지스틱회귀분석

혼란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동 특성 직무관련 특성

성별

연령

결혼유무

자녀유무

과거력

신체상해유무

흡연

음주

수면시간

운동

가사노동시간

근무부서

근무경력

근무형태

직위

근무시 취하는 자세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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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 Y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전체 간호사 중 현 직장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148명)으로,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

지 총 16일간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148명이 모두 설문에 답변

하였으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왕력을 가진 2명(당뇨병, 류

마티스 관절염)을 제외한 146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수의 산출 근거로, Cohen(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

거한 G Power 3.1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효

과크기는 회귀분석 보통 수준인 0.15로 설정하여 예측인자의 수를 13개로 하

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31개이다. 이에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대

상자 수는 145명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및 자녀 유무, 흡연, 음주, 과거력, 현 근무부서, 근무경력, 

근무형태, 직위 등을 조사하였다.

  나. 직무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다(NIOS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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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작적 정의 

  장세진 등(2005)의 단축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를 사용한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7개 하부영역으로 구분, 4점 척도로서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7개 하부영역으로는 첫째, 

직무요구(평가항목 1,2,3,4로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과도한 직무부담, 업

무다기능 평가), 둘째, 직무자율성 결여(평가항목 5,6,7,8로 기술적 재량, 직무

수행권한 평가), 셋째, 관계갈등(평가항목 9,10,11로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

지, 전반적 지지를 평가), 넷째, 직무불안정(평가항목 12,13으로 고용불안정성

을 평가), 다섯째, 조직체계 미흡(평가항목 14,15,16,17로 조직의 전략 및 운

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평가), 여섯째, 보상부

적절(평가항목 18,19,20으로 존중, 기대보상, 기술개발기회를 평가), 일곱째, 

직장문화(평가항목 21,22,23,24로 한국적 집단주의적 문화, 직무갈등, 비합리

적 의사소통, 성적 차별을 평가)가 있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점수를 산출할 때에는 각 영역의 단순 합산방법은 일

부 영역의 점수가 총점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영역별 100점 환산 방법을 이용하였다. 실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

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실제점수 – 문항 수  
▪영역별 환산점수  =                                       X 100
                       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 수

                            각 7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7 

KOSS는 직무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 13 -

중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기 위

하여 개발된 도구이다. KOSS는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지만 

요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총점보다는 각 요인(영역)

의 점수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해석 시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근골격계 증상

  1) 이론적 정의 

  관절부위(목, 어깨, 허리, 팔/팔꿈치, 손목/손가락, 무릎/다리/발 등)에서 지

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

각 또는 찌릿함)이 적어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1달에 한번 이상 있

으며,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질병과 사고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시작된 경우를 말한다(NIOSH, 1997).

  2) 조작적 정의 

  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개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

(KOSHA GUIDE H-9-2012)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2003)를 이용하여 조사한 값으로, 근골격계 증상 유소견자는 미국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양성자 기준 1을 적용하여, 증상이 적어도 1주

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1달 동안 1번 이상 증상을 경험한 사람을 말

한다.

  라. 대상자 보호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연구 수행 전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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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연구 절차, 연구 참여기간, 참여 도중 거부 가능, 인적 사항에 대한 비

밀 보장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동의서 사

본 1부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4. 자료수집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 Y-2017-0063). 이후 세브란스병원 간호국의 자료수집 허

가를 받아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를 위하여 부서에 방문하여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절차를 설명하였을 때, 이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한 경

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동의서 작성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간호사들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각의 서류봉투에 설문지를 봉하여 모아두면 

일정기간 후 연구자가 부서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자 소개, 연구내용, 연구목적, 연구 참여 방법, 연구 

자료의 익명성 등과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을 실

시함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참여 동의서명 후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여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총 

148명 대상자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왕력을 가진 2명(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외한 146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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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정도와 전체 근골격계 증

상의 유소견율의 차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의 유소견율의 차이, 근골격계 증

상 호소 부위수의 차이는 기술통계와 카이제곱검정, ANOVA를 이용하여 분석

한다.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직무스트레스 영역에 따른 전체 근골격계 증상의 유소

견율의 차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의 유소견율의 차이,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의 차이는 기술통계와 카이제곱 검정,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 16 -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N=146)

특성 구분
직무스트레스 p-value

하위

0-25%

하위

26-50%

상위 

51-75%

상위

76-100%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 남 4 1 1 1 .269

여 33 35 36 35

연령(세) 20-29 19 13 19 14 .807
30-39 11 15 12 14

40이상 7 8 6 8

결혼여부 미혼 19 17 22 19 .768

기혼 18 19 15 17

자녀유무 없음 12 18 10 11 .116

있음 6 1 5 6

건

강

양

상

특

성

.297흡연 비흡연 35 36 37 35

흡연 2 0 0 1

음주 거의마시지 않는다 12 18 21 17 .469
월1-2회 16 13 6 11

주1-2회 6 4 8 5

주3-4회 2 1 2 3

거의 매일 1 0 0 0

수면시간 5시간미만 0 4 5 3 .016
5-8시간 33 32 31 26

8시간이상 4 0 1 7

하루평균
가 사 노 동
시간

1시간미만 23 20 24 19 .698

1시간이상 14 16 13 17

평소 
운동량

(거의)안한다 19 13 16 17 .306
시간 있으면 한다 7 5 4 6

월1-2회 5 7 2 3

주1회정도 6 9 7 7

주3회이상 0 2 8 3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15 11 12 4 .002

보통이다 18 25 20 23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쁜 편이다)
4 0 5 9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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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계속)          (N=146)

특성 구분
직무스트레스 p-value

하위

0-25%

하위

26-50%

상위 

51-75%

상위

76-100%

직

무

관

련 

특

성

근무부서 일반병동 18 17 14 13 .113

응급실, 중환자실 8 8 12 8

수술실, 마취과 4 1 3 10

외래/기타 7 10 8 5

근무경력 3년미만 12 9 11 5 .757

3년이상 5년미만 5 3 5 7

5년이상 10년미만 7 9 8 7

10년이상 13 15 13 17

근무형태 주간근무 12 11 10 11 .319

2교대근무 1 1 1 5

3교대근무 24 24 26 20

직위 일반간호사 29 29 32 28 .670

책임간호사 4 6 4 6

파트장 4 1 1 2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

앉은 자세 7 11 6 8 .863

서 있는 자세 10 6 12 11

허리 구부린 자세 2 2 1 2

혼합 자세 18 17 18 15

간호직 

만족도

매우 만족(만족) 23 17 12 4 <.001

보통 12 18 22 25

　 불만족(매우불만족) 2 1 3 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분할표를 작성하고 카이제

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직무 스트

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이외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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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N=14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직무요구 63.2 13.3

직무자율성 48.2 12.6

관계갈등 30.5 13.3

직무불안정 32.1 20.0

조직체계 46.2 12.5

보상부적절 49.6 14.1

직장문화 43.7 15.0

직무스트레스 총점 44.8 8.5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종류에 따

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연구대

상자는 직무요구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갈등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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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차이                   (N=146)

특성 구분
근골격계증상 p-value

없음 있음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 남 1(14.3%) 6(85.7%) .875

여 23(16.5%) 116(83.5%)

연령(세) 20-29 14(21.5%) 51(78.5%) .234

30-39 6(11.5%) 46(88.5%)

40이상 4(13.8%) 25(86.2%)

결혼여부 미혼 17(22.1%) 60(77.9%) .052

기혼 7(10.1%) 62(89.9%)

자녀유무 없음 6(11.8%) 45(88.2%) .453

있음 1(5.6%) 17(94.4%)

건

강

양

상

특

성

흡연 비흡연 23(16.1%) 120(83.9%) .425

흡연 1(33.3%) 2(66.7%)

음주 거의 마시지 않는다 12(17.7%) 56(82.3%) .375

월1-2회 9(19.6%) 37(80.4%)

주1-2회 2(8.7%) 21(91.3%)

주3-4회 1(12.5%) 7(87.5%)

거의 매일 0(0.0%) 1(100.0%)

수면시간 5시간미만 2(16.7%) 10(83.3%) .583

5-8시간 21(17.2%) 101(82.8%)

8시간이상 1(8.3%) 11(91.7%)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1시간미만 18(20.9%) 68(79.1%) .080

1시간이상 6(10.0%) 54(90.0%)

평소 운동량 (거의)안한다 8(12.3%) 57(87.7%) .122

시간이 있으면 한다 3(13.6%) 19(86.4%)

월1-2회 3(17.7%) 14(82.3%)

주1회정도 7(24.1%) 22(75.9%)

주3회이상 3(23.1%) 10(76.9%)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11(26.2%) 31(73.8%) .030

보통이다 12(14.0%) 74(86.0%)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쁜 편이다)

1(5.6%) 17(94.4%)

2.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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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차이(계속)              (N=146)

특성 구분
근골격계증상 p-value

없음 있음

직

무

관

련 

특

성

근무부서 일반병동 14(22.6%) 48(77.4%) .284

응급실,중환자실 3(8.3%) 33(91.7%)

수술실,마취과 2(11.1%) 16(88.9%)

외래/기타 5(16.7%) 25(83.3%)

근무경력 3년미만 10(27.0%) 27(73.0%) .050

3년이상5년미만 3(15.0%) 17(85.0%)

5년이상10년미만 2(6.5%) 29(93.5%)

10년이상 9(15.5%) 49(84.5%)

근무형태 주간근무 7(15.9%) 37(84.1%) .941
2교대근무 1(12.5%) 7(87.5%)

3교대근무 16(17.0%) 78(83.0%)

직위 일반간호사 20(17.0%) 98(83.0%) .931

책임간호사 3(15.0%) 17(85.0%)

파트장 1(12.5%) 7(87.5%)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

앉은 자세 10(31.3%) 22(68.7%) .071

서 있는 자세 6(15.4%) 33(84.6%)

허리 구부린 자세 1(14.3%) 6(85.7%)

혼합 자세 7(10.3%) 61(89.7%)

간호직
만족도

매우 만족(만족) 14(25.0%) 42(75.0%) .013

보통 10(13.0%) 67(87.0%)

　 불만족(매우 불만족) 0(0.0%) 13(100.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에 따른 분할표를 작성하고 카이제

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근골격계 증상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와 근무경력, 간호직 만족도였으며, 이외의 일반적 특성은 근골격계 증상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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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차이      (N=146)

특성 구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수 p-value

없음

N(%)

1 개

N(%)

2 개

N(%)

3 개 이상

N(%)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 남 1(14.3) 3(42.9) 3(42.9) 0(0.00) 0.286

여 23(16.5) 32(23.0) 40(28.8) 44(31.7)

연령(세) 20-29 14(21.5) 14(21.5) 21(32.3) 16(24.6) 0.394

30-39 6(11.5) 13(25.0) 13(25.0) 20(38.5)

40이상 4(13.8) 8(27.6) 9(31.0) 8(27.6)

결혼여부 미혼 17(22.0) 16(20.8) 22(28.6) 22(28.6) 0.259

기혼 7(10.1) 19(27.5) 21(30.4) 22(31.9)

자녀유무 없음 6(11.8) 15(29.4) 15(29.4) 15(29.4) 0.754

있음 1(5.6) 4(22.2) 6(33.3) 7(38.9)

건

강

양

상

특

성

흡연 비흡연 23(16.1) 35(24.5) 42(29.4) 43(30.1) 0.731

흡연 1(33.3) 0(0.0) 1(33.3) 1(33.3)

음주 거의마시지않는다 12(17.7) 16(23.5) 19(27.9) 21(30.9) 0.503

월1-2회 9(19.6) 10(21.7) 17(37.0) 10(21.7)

주1-2회 2(8.7) 6(26.1) 5(21.7) 10(43.5)

주3-4회 1(12.5) 3(37.5) 1(12.5) 3(37.5)

거의 매일 0(0.0) 0(0.0) 1(100.0) 0(0.0)

수면시간 5시간미만 2(16.7) 3(25.0) 4(33.3) 3(25.0) 0.443

5-8시간 21(17.2) 30(24.6) 34(27.9) 37(30.3)

8시간이상 1(8.3) 2(16.7) 5(41.7) 4(33.3)

하루평균 

가사

노동시간

1시간미만 18(20.9) 18(20.9) 28(32.6) 22(25.6) 0.154

1시간이상 6(10.0) 17(28.3) 15(25.0) 22(36.7)

평소 

운동량

(거의)안한다 8(12.3) 14(21.5) 25(38.5) 18(27.7) 0.213

시간 있으면 한다 3(13.6) 5(22.7) 4(18.2) 10(45.5)

월1-2회 3(17.7) 7(41.2) 2(11.8) 5(29.4)

주1회정도 7(24.1) 6(20.7) 10(34.5) 6(20.7)

주3회이상 3(23.1) 3(23.1) 2(15.4) 5(38.5)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11(26.2) 16(38.1) 6(14.3) 9(21.4) <0.001

보통이다 12(14.0) 17(19.8) 35(40.7) 22(25.6)

나쁜 편이다
(아주나쁜편이다)

1(5.6) 2(11.1) 2(11.1) 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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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차이(계속) (N=146)

특성 구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수 p-value

없음

N(%)

1 개

N(%)

2 개

N(%)

3 개 이상

N(%)

직

무

관

련 

특

성

근무부서 일반병동 14(22.6) 14(22.6) 17(27.4) 17(27.4) 0.728

응급실, 중환자실 3(8.3) 12(33.3) 10(27.8) 11(30.6)

수술실, 마취과 2(11.1) 3(16.7) 6(33.3) 7(38.9)

외래/기타 5(16.7) 6(20.0) 10(33.3) 9(30.0)

근무경력 3년미만 10(27.0) 10(27.0) 11(29.7) 6(16.2) 0.081

3년이상 5년미만 3(15.0) 4(20.0) 7(35.0) 6(30.0)

5년이상10년미만 2(6.5) 6(19.4) 9(29.0) 14(45.2)

10년이상 9(15.5) 15(25.9) 16(27.6) 18(31.0)

근무형태 주간근무 7(15.9) 9(20.5) 14(31.8) 14(31.8) 0.949

2교대근무 1(12.5) 1(12.5) 3(37.5) 3(37.5)

3교대근무 16(17.0) 25(26.6) 26(27.7) 27(28.7)

직위 일반간호사 20(17.0) 26(22.0) 35(29.7) 37(31.4) 0.878
책임간호사 3(15.0) 6(30.0) 5(25.0) 6(30.0)

파트장 1(12.5) 3(37.5) 3(37.5) 1(12.5)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

앉은 자세 10(31.3) 9(28.1) 8(25.0) 5(15.6) 0.063

서 있는 자세 6(15.4) 12(30.8) 8(20.5) 13(33.3)

허리 구부린 자세 1(14.3) 3(42.9) 1(14.3) 2(28.6)

혼합 자세 7(10.3) 11(16.2) 26(38.2) 24(35.3)

간호직

만족도

매우 만족(만족) 14(25.0) 15(26.8) 14(25.0) 13(23.2) 0.002

보통 10(13.0) 19(24.7) 24(31.2) 24(31.2)

　 불만족(매우불만족) 0(0.0) 1(7.7) 5(38.5) 7(53.9)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개수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근골격계 증상 개수에 따른 분할표를 작성하

고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족도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개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족도가 다르면 근골격

계 증상 개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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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위별
*
 근골격계 증상 유무            (N=146)

특성 구분

전체

목
어

깨

팔/

팔꿈

치

손 /

손 목

/ 손

가락

허

리

다

리

p-value

명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 남 7 1 1 0 1 5 1 .267

여 139 36 71 13 41 65 52

연령(세) 20-29 65 13 25 3 17 37 23 .236

30-39 52 16 31 7 15 24 20

40이상 29 8 16 3 10 9 10

결혼여부 미혼 77 18 31 3 19 42 27 .041

기혼 69 19 41 10 23 28 26

자녀유무 없음 51 13 31 7 20 18 17 .300

있음 18 6 10 3 3 10 9

건

강

양

상

특

성

흡연 비흡연 143 36 71 12 41 69 53 .464

흡연 3 1 1 1 1 1 0

음주 거의 마시지 않는다 68 19 35 6 23 25 25 .172

월1-2회 46 8 20 5 12 24 14

주1-2회 23 7 12 1 4 18 11

주3-4회 8 3 5 1 2 2 3

거의 매일 1 0 0 0 1 1 0

수면시간 5시간미만 12 2 8 1 3 4 4 .455

5-8시간 122 34 56 11 35 59 44

8시간이상 12 1 8 1 4 7 5

하루평균 

가사노동

시간

1시간미만 86 20 35 4 20 46 28 .018

1시간이상 60 17 37 9 22 24 25

평소  

운동량

(거의)안한다 65 17 33 6 22 34 24 .687

시간 있으면 한다 22 6 16 3 4 11 8

월1-2회 17 4 6 1 4 9 6

주1회정도 29 6 12 0 7 11 10

주3회이상 13 4 5 3 5 5 5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42 8 19 4 5 13 12 .004

보통이다 86 20 39 8 29 43 32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쁜편)
18 9 14 1 8 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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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위별
*
 근골격계 증상 유무(계속)      (N=146)

특성 구분

전체

목
어

깨

팔/

팔꿈

치

손 /

손 목

/ 손

가락

허

리

다

리

p-value

명

직

무

관

련

특

성

근무부서 일반병동 62 13 31 2 14 31 20 .082

응급실, 중환자실 36 7 18 4 11 20 14

수술실, 마취과 18 5 9 4 11 6 8

외래/기타 30 12 14 3 6 13 11

근무경력 3년미만 37 4 13 1 6 14 14 .001
3년이상 5년미만 20 5 6 1 8 15 8

5년이상 10년미만 31 12 19 4 11 21 8

10년이상 58 16 34 7 17 20 23

근무형태 주간근무 44 15 23 5 11 16 18 .163

2교대근무 8 2 3 2 5 4 4

3교대근무 94 20 46 6 26 50 31

직위 일반간호사 118 32 55 12 33 62 44 .170
책임간호사 20 4 11 1 8 7 6

파트장 8 1 6 0 1 1 3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

앉은 자세 32 5 13 2 5 8 7 .045
서 있는 자세 39 8 17 6 11 19 19

허리 구부린 자세 7 2 5 1 1 4 1

혼합 자세 68 22 37 4 25 39 26

간호직

만족도

매우 만족(만족) 56 11 28 5 13 18 16 .101

보통 77 21 36 7 22 42 30

　 불만족(매우불만족) 13 5 8 1 7 10 7
*유증상 부위 모두 응답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OVA)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결혼여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

경력,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결혼여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

간,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경력,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근골격

계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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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와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및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N=146)

구분
앉은 자세

서있는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혼합 자세 p-value

32 39 7 68

증

상 

호

소

부

위 

수

0 10 6 1 7 .063

1개 9 12 3 11

2개 8 8 1 26

3개 이상 5 13 2 24

증

상

호

소 

부

위

목 5 8 2 22 .045

어깨 13 17 5 37

팔/팔꿈치 2 6 1 4

손/손목/손가락 5 11 1 25

허리 8 19 4 39

다리 7 19 1 26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가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및 호소 부위에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와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및 호소 부위의 관계에 대한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가 달라지더

라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근무시 주

로 취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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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및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N=146)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p-value

(n=86) (n=60)

증

상 

호

소

부

위 

수

0 18 6 .154

1개 18 17

2개 28 15

3개 이상 22 22

증

상

호

소 

부

위

목 20 17 .018

어깨 35 37

팔/팔꿈치 4 9

손/손목/손가락 20 22

허리 46 24

다리 28 25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및 호소 부위에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와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및 호소 부위의 관계에 대한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달라지더

라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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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N=146)

변수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 p-value

없음 1 개 2 개 3 개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요구 59.7±10.0 63.8±12.3 60.7±13.7 67.2±14.6 .061

직무자율성 46.2±12.0 45.0±12.0 52.3±12.4 47.9±12.9 .055

관계갈등 29.6±12.1 28.3±11.9 30.2±14.2 33.1±14.1 .431

직무불안정 31.9±21.4 33.3±21.0 28.3±19.1 34.9±19.3 .474

조직체계 39.9±9.8 46.2±13.0 47.3±12.8 48.7±12.3 .042

보상부적절 42.6±13.4 46.0±13.5 52.5±14.8 53.5±12.5 .003

직장문화 41.7±16.1 43.3±13.2 43.4±16.1 45.5±14.9 .785

직무

스트레스 

총점

41.7±6.8 43.7±8.3 45.0±9.4 47.3±8.2 .058

3.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점수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

다. 분석 결과, 직무 영역 중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체계 점수와 보상부적절 점수에 

차이가 있을 때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직무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스트레스 점수 차이가 있

더라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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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N=146)

변수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p-value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발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직무요구 63.3±17.1 64.5±14.0 66.7±16.0 65.1±13.1 63.2±12.9 67.1±15.0 .167

조직체계 49.3±13.5 47.2±12.2 43.6±14.9 51.4±13.5 50.5±12.3 49.5±12.5 .053

보상부적절 32.1±15.2 31.0±13.7 29.1±13.3 32.0±14.6 31.0±14.1 31.6±13.7 .882

직무자율성 

결여
32.9±21.0 32.2±19.5 33.3±21.5 34.9±20.8 30.5±20.1 33.0±19.7 .859

직장문화 48.7±11.9 47.2±12.7 51.9±11.4 49.0±13.6 47.3±11.7 49.1±13.0 .204

직무불안정 52.9±11.8 50.8±13.9 51.3±11.6 52.4±14.6 52.9±12.8 54.9±13.3 .006

관계갈등 45.3±14.1 44.0±14.2 48.1±15.0 43.9±16.3 44.4±15.7 47.2±14.9 .529

직
무
스
트
레
스
강
도

높은군

(n=73)
50.8±6.2 51.6±6.7 50.9±4.4 54.4±7.7 52.0±6.2 52.3±6.7 .126

낮은군

(n=73)
38.1±2.9 37.8±3.0 38.8±1.9 38.8±3.6 38.1±3.9 39.0±3.6 .884

직무 

스트레스 

총점

46.3±8.1 45.3±8.7 46.3±7.1 47.0±9.9 45.7±8.7 47.5±8.6 .069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점수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OVA)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직무 영역 중 직무불안정 영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불안정 점수에 차이가 있

을 때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직무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스트레스 점수 차이가 있더라도 근골격

계 증상 호소 부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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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반적특성과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군에 속할 오즈비(N=146)

특성 구분

모형 1

Odds Ratio

(95% CI)

모형 2

Odds Ratio

(95% CI)

모형 3

Odds Ratio

(95% CI)

직무

스트

레스

1~3사분위수군

(≤50.39)
1.0 1.0 1.0

4사분위수군

(50.39<)
9.25(1.2~71.17) 11.9(1.42~99.55) 11.26(1.23~103.32)

성별 여 1.0 1.0

남 1.06(0.11~10.4) 1.23(0.12~12.88)

연령

(세)

40이상 1.0 1.0

30-39 0.95(0.22~4.18) 1.48(0.28~7.86)

20-29 0.32(0.07~1.38) 1.09(0.12~10.33)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

혼합 자세 1.0 1.0

서 있는 자세 0.73(0.21~2.53) 0.67(0.18~2.49)

허리구부린 자세 1.05(0.1~11.27) 1.07(0.1~11.76)

앉은 자세 0.17(0.05~0.57) 0.19(0.05~0.7)

하루

평균

가사노

동시간

1시간 미만 1.0

1시간 이상 1.02(0.21~5.03)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쁜 편)
1.0

보통이다 0.66(0.07~6.01)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편이다)
0.5(0.05~4.86)

결혼

여부
기혼 1.0

미혼 0.3(0.04~2.53)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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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 유

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10과 같다.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되는 총 3개의 모형을 시행하였으며, 

모형 1은 직무스트레스, 모형 2는 성별, 연령,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 모형 

3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주관적 건강 상태, 결혼여부를 추가하였고 결

과, 모형 3의 Odds Ratio(95% CI)값은 직무스트레스 1~3사분위수군(≤

50.39) 대비 4사분위수군(50.39<)이 11.26(1.23~103.32), 혼합자세 대비 앉

은 자세가 0.19(0.05~0.7)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자세, 근무

경력에 따라 근골격계 유증상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 선택 과정에서 연령, 근무경력, 결혼, 가사노동시간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귀분석시 확인되는 다중공선성

을 이용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과 근무경력의 

VIF가 각각 20.766, 19.968로 1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 경력을 변수 선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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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본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근골격계 

증상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임상간호사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

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의 단축형 직무스트레스 측

정도구(KOSS-SF)를 사용하여 7개 영역 24개 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총점의 평균은 44.8(±8.5)점 이었다. 하부 영역별 점수는 직무

요구의 평균이 63.2(±1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상부적절 49.6(±14.1)점, 

직무자율성 48.2(±12.6)점, 조직체계 46.2(±12.5)점, 직장문화 43.7(±15.0)

점, 직무불안정 32.1(±20.0)점, 관계갈등 30.5(±13.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우남희, 김숙영

(2009)의 연구에서 총점의 평균 48.12(±7.85)점, 하부영역별로는 직무요구, 

물리환경,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무자율성, 직장문화,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박소연, 김진경(2017)의 연구에서 작업치료사 여성의 

평균 43.44(±10.1)점, 하부영역별로는 직무요구,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물리

환경, 직무자율성, 직장문화,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순으로 나타난 것과 홍선

우 등(2010)의 연구에서 119 구급대원 여성의 평균 48.4(±7.4)점, 하부영역

별로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무불안정, 

직장문화, 관계갈등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이는 간호사를 비롯

한 보건의료인의 업무가 직무요구에 의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영

역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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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은 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개발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2003)를 사용하여 미국산업

안전연구원(NIOSH)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83.6%(12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소연, 김진경(2017)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 54.3%, 홍선우 등(2010)의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

율 64.3%, 대학병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최윤범 등(2012)의 연구결과  

53.3%, 한경아(2015)의 연구결과 64.2%,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우

남희, 김숙영(2009)의 연구결과 66.8%보다 높았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김정이(2014)의 연구결과 84.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간호직종

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타 보건의료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신체부위별로 살펴보면 어깨부위가 5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리 

57.4%, 다리 43.4%, 손/손목/손가락 34.4%, 목 30.3%, 팔/팔꿈치 10.7%의 

순이었다. 이는 하지, 어깨, 허리, 목, 손, 팔 부위의 순으로 종합병원 간호사

의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한 우남희, 김숙영(2009), 하지, 어깨, 허리, 손, 목, 

팔의 순으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한 김정이(2014), 보건의료인 중 간호직은 

어깨, 허리 순으로 높다고 한 한경아(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는 허리, 어깨, 목, 하지, 손, 팔의 순으로 나타

난 홍선우 등(2010), 작업치료사는 손, 하지, 팔, 허리, 어깨, 목 순으로 나타

난 박소연, 김진경(201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

종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가 1개인 경우는 전체 대

상자의 28.7%, 2개 부위 35.2%, 3개 부위 이상이 36.1%(3개 16.4%, 4개 

13.9%, 5개 3.3%, 6개 2.5%)이었다.  

  근골격계 증상 유무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근무경력,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개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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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경력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높았는데 이는 5년 미만에서 호소율이 

가장 높았던 김정이(2014)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나, 3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

던 김민지(2012)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하다. 간호직 만족도가 불만족일 경우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에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개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근골격계 증상이 있어서 간호직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느끼는지 전후 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 중 결혼여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

경력,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부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근골격계 증상 유무의 차이는 근무경력,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김민지(2014)의 연

구결과와 비슷하다. 기혼인 경우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에 어깨의 유소견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간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많은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함께 병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를 포함한 신

체적 부담과 정서적 스트레스가 동반되어 근골격계 증상을 더 심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의 차이에서는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 중 조직

체계와 보상부적절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의 차이에서는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 중 직무불안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골격계 

증상이 심리적인 영향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결론적으로 임상간호사의 근골격계 증상이 높은 수준인 것과 근무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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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자세가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향후 간호사들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만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근골

격계 증상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업무환경과 업무 요구도, 간호전달체계가 다

른 병원에서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

는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향후 보다 다

양하고 많은 의료기관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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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연구 대상은 Y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현 직장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로, 본 연

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148명)으로 조사하였으며, 148명이 모두 설

문에 답변하였으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왕력을 가진 2명(당

뇨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외한 146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장세진 등(2005)의 단축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와 

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개발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2003)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카

이제곱검정,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32.8세였으며, 여성이 95.2%로 대부분

이었고, 미혼자가 52.7%이었으며, 97.9%가 비흡연자였다. 하루 평균 가사노

동시간은 58.9%가 1시간 미만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58.9%가 ‘보

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일반병동이 42.5%, 근무 경력

의 평균은 110.84개월, 일반간호사가 80.8%이었으며,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

세는 혼합자세가 46.6%, 간호직 만족도는 52.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2. 직무스트레스 총점의 평균은 44.8(±8.5)이었으며, 하부 영역별 점수는 

직무요구의 평균이 63.2(±13.3)로 가장 높았으며, 관계갈등의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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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3.3)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서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는 122명으로 83.6% 이었다. 신체부위별로 살펴보

면 어깨부위가 5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리 57.4%, 다리 43.4%, 손/

손목/손가락 34.4%, 목 30.3%, 팔/팔꿈치 10.7%의 순이었다. 근골격계 증상

을 호소하는 부위가 1개인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28.7%, 2개 부위 35.2%, 3

개 부위 이상 36.1%(3개 16.4%, 4개 13.9%, 5개 3.3%, 6개 2.5%)이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차이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경

력, 간호직 만족도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개수의 차이에서

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간호직 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여

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경력, 근무시 주로 취하

는 자세가 달라지면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5.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점수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 수의 차이에

서, 직무 영역 중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점수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호소 부위의 

차이에서는, 직무 영역 중 직무불안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근골격계 유증상 유무의 예측

에서 근무시 주로 취하는 자세는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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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었다. Odds Ratio(95% CI)값은 직무스트레스 1~3사분위수군(≤

50.39) 대비 4사분위수군(50.39<)이 11.26(1.23~103.32), 혼합자세 대비 앉

은 자세가 0.19(0.05~0.7)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

하기 위하여 추후 보다 다양하고 많은 의료기관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을 관리하고 감소하기 위

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임상간호사의 근골격계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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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work-related stress in clinical 

nurse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Hyo Jeong Kw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Ph.D.)

Background and Purpose: Towards the end of 2000s, a majority of 

work-related diseases consists of musculoskeletal diseases. Many 

researches reporte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health 

professionals, especially clinical nurses, where these musculoskeletal 

symptoms occur as a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physical, 

biological and chemical risk factors; nature of occupation such as shifts 

and night shifts; and socie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Hence, they 

are often difficult to manage. The correlation between work-related 

stres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has been investigated by 

different researches in multiple fields, but not many of them address 

this issue in the field of clinical nursing. Therefore, a research must 

be conducted to investigate work-related stresses that can affect 

musculoskeletal symptoms in nurses. Hence,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work-related stress in clinical 

nurse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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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and policies that can improve nurses’ health and their 

quality of life.

Methods: Research subjects were 148 nurses in Seoul Y hospital who 

signed a consent form after having been explained the aim and 

procedure of the research. Out of 148, 146 were used for analysis; 2 

were eliminated because of their past medical history, which may have 

an impact on musculoskeletal symptom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lf-completed survey from 2017 September 15th to September 30th (16 

days). Tools used for the research were simiplified version of 

Occuptional Stress Scale (KOSS-SF) by Sei-Jin Chang et al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examination’ from examination of risk 

factor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developed by KOSHA. The data 

collected was analysed using SPSS, which looked at descriptive 

statistical element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long with chi-squared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Detailed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of work-related stress total was 44.8(±8.5), and in 

terms of section totals, job requirement scored the highest average 

with 63.2(±13.3), and relationship conflicts scored the lowest with 

30.5(±13.3). Also in work-related stres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sleeping hou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evel of nursing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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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2 out of 146, so 83.6% of the subjects were suffering from 

musculoskeletal symptoms. In more detail, shoulder symptoms were 

most prevalent with 59.0%, followed by back 57.4%, legs 43.4%, 

hand/wrist/fingers 34.4%, neck 30.3% and arm/elbow 10.7%. 28.7% of 

the total subjects ha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one region, 35.2 

had symptoms in two regions, and 36.1% had symptoms in more than 

three regions (three regions: 16.4%, four regions 13.9%, five regions 

3.3%, six regions 2.5%).

  3.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the typ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were subjective health status, work experience and level of 

nursing job satisfaction, whereas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the 

number of musculoskeletal symptoms wer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evel of nursing job satisfaction. Marital status, average hours spent on 

domestic chores, subjective health status, work experience and usual 

posture during work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gions 

with musculoskeletal symptoms.

  4. In terms of number of regions with musculoskeletal symptoms in 

relation to work-related stress sectional mark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organization and inappropriate compensation 

sections. In terms of regions with musculoskeletal symptoms in relation 

to work-related stress sectional mark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job insecurity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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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hen predicting the exist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in 

relation to normal characteristics and work-related stress, usual 

posture during work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work-related stress. The value of Odds Ratio (95% CI) of 

1st~3rd quartile (≤50.39) to 4th quartile (50.39<) in work-related 

stress was 11.26 (1.23~103.32), and of mixed posture to sitting 

posture was 0.19 (0.05~0.7).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level of musculoskeletal 

symptoms in clinical nurses is high, and that the usual posture during 

work affects musculoskeletal symptoms. These results will help in 

developing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 prevention program.

  This research investigated work-related stres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nurses of one university hospital. Howeve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ust be applied with caution because job environment, 

job requirement, and nursing care delivery system of one hospital 

differs from that of another. A more in-depth research that 

investigates such issues in many clinical nurses from different health 

organization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Clinical nurse, work-related stress, musculoskeletal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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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대 상 자 설 명 문 

(인간대상연구용)

연구제목 

: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

연구책임자(소속/성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석사과정 / 권효정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

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

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권효정 연구책임

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

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

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

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정도와 근골격계 증상과

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46 -

개발 및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석사학위논문입니다(지도교

수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조교수 김희진).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료 

수집은 전체 간호사 중 현 직장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체상해 경험이 

없는 자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145명)으로,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승인 후 총 15일간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 연구기간은 세

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

입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단 대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서명 전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구자에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의서에 서명하신 이후에, 연구자는 귀하가 이 연구에 대

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후 설문 작성에 참여하시게 되며, 설문지의 귀하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

스, 근골결계 증상 등에 관한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에는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궁긍

적으로 귀하의 연구 참여는 간호사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 개발 및 정책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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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써 연구 참여로 인한 직접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설문 작성 도중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불편감을 느끼실 경우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설문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

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설문 작성 후 소정(3000 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

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

만 사용할 예정이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정확

한 정보를 얻고자 함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귀하의 성별, 나이, 결혼상태 등 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은 정보수집∙이용 목

적 달성 시까지 입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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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

하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나이, 결혼상태 등 

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3 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정보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되

며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

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

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

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

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 년간 보관되며 이후 병원의 수칙에 따른 개

인정보 문건 폐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

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에 이

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구두나 전화, 메일 등으로 귀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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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동의 철회시 자료는 즉시 병원의 수칙에 따

른 개인정보 문건 폐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될 것이며, 사례품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4.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권효정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8-**** 

 24 시간 연락처: 010-3470-****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

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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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

※ 아래 항목을 읽고 동의한다면, 좌측 상자 기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

성, 건강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

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어떠한 불이

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 동의합니다.

대상자 성명
서

명

서명날

짜

‘대리인’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이라고도 함.
*대리인 성명

(필요 시)
서

명

서명날

짜
(대상자와의 관계:              )

참관인 성명

(필요 시)
서

명

서명날

짜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

명

서명날

짜

 대 상 자 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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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학생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위해 임상간

호사의직무스트레스와근골격계증상과의관련성을파악하는연구를진행하고자합니다.

연구의 결과는 추후 간호사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지의 작성은 약 15 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설문지 작성 도중 더 이상 참여를 원하

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해주신 응답은 익명으로 처

리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성명 : 권효정(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연락처 : ☎ 02-2228-**** 

24 시간 연락처 : 010-3470-****

*참조 : 스트레스관리 등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연락처 : 02-2123-6244 (http://www.yc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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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 표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4. 결혼을 하셨다면,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자녀가 있으시다면, 몇 명이며, 몇 살입니까? (    )명, 만(    )세 : 여러 명이면 모두 기입

4-2. 자녀가 있으시다면, 부부 외에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최종 학력은? 

  ① 전문대졸업        ② 대학졸업       ③ 대학원이상

6.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 기타

7. 흡연을 하십니까?

① 비흡연            ② 흡연           ③ 과거 흡연

8. 술은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거의) 마시지 않는다.    ② 월 1-2 회    ③ 주 1-2 회    ④ 주 3-4 회    ⑤ 거의 매일

9.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①5 시간 미만          ② 5-8 시간         ③ 8 시간 이상

10.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 빨래, 청소하기, 2 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①(거의) 안 한다    ②1 시간 미만    ③1-2 시간미만     ④2-3 시간미만     ⑤3 시간 이상

11. 의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1-1. 진단받은 질병에 모두 V 표 하여 주십시오(복수응답가능). 

①류마티스 관절염       ②당뇨병       ③루푸스병       ④통풍      ⑤알코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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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거에 운동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2-1. “예” 인 경우 상해 부위는? 

①손/손가락/손목      ②팔/팔꿈치      ③어깨     ④목      ⑤허리     ⑥다리/발

13. 귀하의 근무 부서는? 

①일반병동      ②응급실     ③중환자실      ④수술실, 마취과     ⑤외래     ⑥기타

14. 귀하의 근무 경력은?     (        년      개월)

15.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주간근무          ②2 교대근무         ③3 교대근무

16. 귀하의 직위는? 

①일반간호사        ②책임(주임) 간호사       ③파트장 이상

17. 근무 시 주로 취하는 자세는?

①앉은 자세         ②서 있는 자세       ③허리 구부린 자세       ④혼합 자세

18.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거의) 안 한다.  ②시간이 있으면 한다.  ③월 1-2 회 정도  ④주 1 회 정도 ⑤주 3 회 이상

19.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아주 건강하다.   ②건강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나쁜 편이다.   ⑤아주 나쁜 편이다.

20.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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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1 2 3 4

2.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 2 3 4

3.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 이 주어진다. 4 3 2 1

4.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1 2 3 4

5.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4 3 2 1

6.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4 3 2 1

7.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3 2 1

8.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4 3 2 1
9.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4 3 2 1
10.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4 3 2 1
11.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4 3 2 1

12.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 2 3 4
13.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 3 4

14.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이다.

4 3 2 1

15.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3 2 1

16.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4 3 2 1

17.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4 3 2 1

18.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4 3 2 1

19.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4 3 2 1

20.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 

4 3 2 1

21.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1 2 3 4
22.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1 2 3 4
23.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이다. 1 2 3 4

※ 다음 문항은 직장에서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비슷한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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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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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동

안 지속됩니까?

□ 

□   

□ 

□

□

1 일 미만 

1 일-1 주일 미만 

1 주일-1 달 미만 

1 달-6 개월 미만 

6 개월 이상 

□ 

□   

□ 

□

□

1 일 미만 

1 일-1 주일미만 

1 주일-1 달미만 

1 달-6 개월미만 

6 개월 이상 

□ 

□   

□ 

□

□

1 일 미만 

1 일-1 주일미만 

1 주일-1 달미만 

1 달-6 개월미만 

6 개월 이상 

□ 

□   

□ 

□

□

1 일 미만 

1 일-1 주일미만 

1 주일-1 달미만 

1 달-6 개월미만 

6 개월 이상

□ 

□   

□ 

□

□

1 일 미만 

1 일-1 주일미만 

1 주일-1 달미만 

1 달-6 개월미만 

6 개월 이상

□ 

□   

□ 

□

□

1 일 미만 

1 일-1 주일미만 

1 주일-1 달미만 

1 달-6 개월미만 

6 개월 이상

3.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통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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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

6 개월에 1 번

2-3 달에 1 번

1 달에 1 번

1 주일에 1 번

매일

□ 

□   

□ 

□

□

6 개월에 1 번

2-3 달에 1 번

1 달에 1 번

1 주일에 1 번

매일

□ 

□   

□ 

□

□

6 개월에 1 번

2-3 달에 1 번

1 달에 1 번

1 주일에 1 번

매일

□ 

□   

□ 

□

□

6 개월에 1 번

2-3 달에 1 번

1 달에 1 번

1 주일에 1 번

매일

□ 

□   

□ 

□

□

6 개월에 1 번

2-3 달에 1 번

1 달에 1 번

1 주일에 1 번

매일

□ 

□   

□ 

□

□

6 개월에 1 번

2-3 달에 1 번

1 달에 1 번

1 주일에 1 번

매일

5.지난 1 주일동

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

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1 년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7. 증상의 원인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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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전과 비교

 할 때, 증상 정  

 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

□

증가   

감소   

비슷   

□

□

□

증가   

감소   

비슷   

□

□

□

증가   

감소   

비슷   

□

□

□

증가   

감소   

비슷   

□

□

□

증가   

감소   

비슷   

□

□

□

증가   

감소   

비슷   

※ 지난 1 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
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 (“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