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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고등학교 교사의 근골격계 불편증상과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5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불편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1명(남자 68명, 여자 163명)의 결과를 신체 
각 부위별로 통계분석 하였다. 근골격계 불편증상의 관련요인으로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OR 

11.75, 95% CI, 3.56-38.78), 그 외 근무학교유형, 40세 이상, 2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시간, 8시간 이상의 VDT작업시간, 

휴식여부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NIOSH 기준에 의한 근골격계 불편증상 호소율은 36.8%였고, 

각 부위별 불편증상 호소부위와 빈도는 목 60명(26.0%), 어깨 70명(30.0%), 팔/팔꿈치 16명(6.9%), 손/손가락 31명
(13.4%), 허리 35명(15.2%), 다리/발 17명(7.4%)으로 목과 어깨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목 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휴
식유무, 어깨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성별, 손/손가락 부위는 연령, 허리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 다리부위 
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 VDT작업시간이 관련성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사무직근로자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 신체 각 부위별로 간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
고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요건을 갖추고 작업시간 중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짐으로써 직무로 인한 근골격계의 
과도한 긴장과 불편감 발생을 낮추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investigated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and related factors 
on some middle․high school teachers. Self-questionnaire of KOSHA CODE H-30-2003 was done with 250 
teachers from 1st to 15th October, 2010, the data from 231 teachers (68 male, 163 female) was statistically 
analyzed to search the factors related to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According to NIOSH rate of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by body parts was 36.8%.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related to 
age, school types, subjective health status, housekeeping time, VDT work time and regular rest. After adjusting 
for related variables, odds ratio (OR) of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was correlation significantly to 
subjective health status unhealthy (OR 11.75, 95% Confidence Interval, CI, 3.56-378.78). In addition, ORs (95% 
CI) of age (40-49) and housekeeping time (≥3) were 4.63 (1.82-26.18) and 4.33 (1.97-19.34).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vary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The most 
discomfort symptoms by parts was neck (26.0%) and shoulder (30.0%). In the neck region was related to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regular rest. In the shoulder and waist region wa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ex. 
Age was wrist/finger, leg/foot was related to subjective health status, sex and VDT work time. Age, school 
types, subjective health status, housekeeping time, VDT work time and regular rest related to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and the most discomfort symptoms by parts was neck and shoulder.

Key Words :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Teachers, NIOSH, Subjective health status, VDT work 
time, Regular 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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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골격계 질환이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또는 반복
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으로 인해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어 주로 허리, 목, 어깨, 팔, 손목, 다리 등
의 근골격계 부위에 작업 중이나 휴식 중에 나타나는 기
능적 장애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수근관증
후군(Carpal Tunnel Syndrome: CTS), 건염(Tendonitis),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TOS), 경추자
세증후군(Tension Neck Syndrome: TNS) 등이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용어는 
각 나라마다 누적외상성 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 
CTD), 반복성긴장장애(Repetitive Strain Injury: RSD), 직
업성과사용증후군(Occupational Overuse Syndrome: OOS),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증후군, 
경견완증후군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직
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s)으로 불리고 있다[1]. 근골격계 질환은 무리한 
힘의 사용 등 물리적인 요소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요인
과 사회 심리적 요인들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2-4], 물리적 요인과 사회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위험성의 2배 이상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
었다[5]. 국내외에서 업무상 질병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생산직 근로자 뿐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흔하
게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직종에서 많은 연구
가 있었으나, 대부분 사무직 근로자들 중 근골격계 부담 
작업인 ‘집중적 VDT 작업’(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
업)[6]을 수행하는 직군에 관한 연구[7-9]가 대부분이었
고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특히 교육매체 및 행정의 대부분을 컴퓨터를 활용
하여 처리하는 교사직군에 대한 연구는 일반사무직군에 
비해서도 매우 희박하여 교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이환정
도의 파악조차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의 한 직군인 중․고등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의 관련 위험요인을 
발생부위별로 파악하여 교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대상 및 분석방법

2.1 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10개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총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242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응답이 불충분한 11개를 제외한 231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근골격계 불편증상에 대한 설문 내용은 한국산업안전
공단에서 2003년 개발한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2003)를 이용하여 목, 어깨, 팔․팔꿈치, 손목․손
가락, 허리, 다리․발의 6가지 부위에 대한 증상의 위치, 
빈도, 지속기간, 통증의 강도 및 치료 경력 등을 34개 문
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위 6가지 신체부위의 통증강도에 
대한 내용은 Likert 4점 척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
였다.

2.3 조작적 정의

근골격계 불편증상은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기준에 따라 근골격계 불편증상을 통증기간이 1
주일 이상이거나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면서 
신체 어느 한 부위라도 중간통증(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은 정도) 이상을 호소한 경우
로 정의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주 3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4 분석방법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SAS 프로그램(Ver 9.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의 판정기준은 
p<0.05로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 근골격계 불편증상은 기술적 통계

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과 근골격계 불편증상의 관련성을 알
아보기 위해 Chi-square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근골격계 불편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대상자의 특성을 보정하여 보정된 유증상 교
차비를 구하기 위해 다변수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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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231 (100.0)
Regular 

Exercise

yes 70 (30.3)

no 161 (69.7)

Sex

　

male 68 (29.4)
female 163 (70.6)

Age

　

　

　

20-29 31 (13.4)
30-39 91 (39.4)
40-49 73 (31.6)
≥50 36 (15.6)

Marital status

　

non-married 61 (26.4)
married 170 (73.6)

School type

　

　

middle school 111 (48.1)
Academic high school 52 (22.5)
Vocational high school 68 (29.4)

Education 

work duration 

(year)

<5 46 (19.9)
5-9 52 (22.5)
10-19 59 (25.5)
≥20 74 (32.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90 (39.0)
average 111 (48.0)
unhealthy 30 (13.0)

Housekeeping 

time

(hour/day)

　

<1 99 (42.9)
1≤h<2 56 (24.2)
2≤h<3 48 (20.8)
≥3 28 (12.1)

VDT work 

time

(hour/day)

<4 61 (26.4)
4≤h<6 90 (39.0)
6≤h<8 52 (22.5)
≥8 28 (12.1)

Regular resting yes 65 (28.1)
no 166 (71.9)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설문을 실시한 대상자는 총 231명으로 남자가 29.4%, 
여자가 70.6%, 평균연령은 39.5세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
이 73.6%, 미혼이 26.4%이었다. 근무학교유형은 중학교
가 48.1%, 전문계고등학교가 29.4%, 인문계고등학교가 
22.5% 이었다. 교육경력은 20년 이상이 32.1%, 10-20년 
미만이 25.5%, 5-10년 미만이 22.5%, 5년 미만이 19.9%
이었다. 대상자가 자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한 편이다 39%,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3% 순으로 나타났다. 규칙적 운
동여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69.7%,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30.3%로 2배 이상의 차
이를 보였으며, 가사 노동시간의 경우에는 1시간 미만이 
42.9%, 1-2시간 미만이 24.2%,  2-3시간 미만이 20.8%, 3
시간 이상이 12.1% 순으로 조사되었다. 1일 컴퓨터 작업
시간에서는 4-6시간 미만이 39%, 4시간 미만이 26.4%, 
6-8시간 미만이 22.5%, 8시간 이상이 12.1%로 전체 교사
의 73.6%가 4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휴식 여부는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
가 71.9%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대상자의 특성과 NIOSH 기준에 의한 근

골격계 불편증상

대상자의 특성과  NIOSH 기준에 의한 근골격계 불편
증상은 성별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연령별로는 다른 연
령대에 비해 40세-49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다른 
특성집단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한 경우, 컴퓨
터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8시간 이상 작
업한 경우, 휴식 시간을 갖는 경우에 비해 휴식 시간을 
갖지 않을 때 근골격계 불편증상을 호소한 한 대상자의 
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3 NIOSH 정의에 의한 근골격계 불편증상 

호소 부위별 빈도 

지난 1년 동안 목, 손/손가락,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
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증상을 느낀 대상자는 136명으로 
전체 대상자 231명 중 58,9%이었다. 그러나 NIOSH(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정의에 의해 근골격계 불편증상이 있
는 유증상자는 85명이었고 이는 전체대상자 231명 중 
36.8%였다. 신체부위별 분포는 어깨 70명(30.0%), 목 60
명(26.0%), 허리 35명(15.2%), 손/손가락 31명(13.4%), 다
리/발 17명(7.4%), 팔/팔꿈치 16명(6.9%)순이었다[그림 
1].

[그림 1] 근골격계 불편증상 부위별 빈도 
[Fig. 1] Body part of frequency musculoskeletal symptom 

and according to NIOSH musculoskel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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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특성과 근골격계 불편 증상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and according to NIOSH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Yes† No χ2 p-value

N (%) N (%)

　 231 (100) 85 (36.8) 146 (63.2) 　 　

School type middle school 111 (100) 35 (31.5) 76 (68.5) 　 　

Academic high school 52 (100) 17 (32.7) 35 (67.3) 5.72 0.052

Vocational high school 68 (100) 33 (48.5) 35 (51.5) 　 　

Regular Exercise yes 70 (100) 23 (32.9) 47 (67.1) 　 　

no 161 (100) 62 (38.5) 99 (61.5) 2.45 0.087

Sex

　

male 68 (100) 18 (26.5) 50 (73.5) 　 　

female 163 (100) 67 (41.1) 96 (58.9) 3.81 0.050*

Age

　

20-29 31 (100) 9 (29.0) 22 (71.0) 　 　

30-39 91 (100) 33 (36.3) 58 (63.7) 　 　

40-49 73 (100) 36 (49.3) 37 (50.7) 10.39 0.015*

≥50 36 (100) 7 (19.4) 29 (80.6) 　 　

Marital status

　

non-married 61 (100) 20 (32.8) 41 (67.2) 　 　

married 170 (100) 65 (38.2) 105 (61.8) 0.36 0.547

Education 

work duration 

(year)

<5 46 (100) 15 (32.6) 31 (67.4) 　 　

5-9 52 (100) 20 (38.5) 32 (61.5) 　 　

10-19 59 (100) 25 (42.4) 34 (57.6) 1.49 0.685

≥20 74 (100) 25 (33.8) 49 (66.2)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90 (100) 19 (21.1) 71 (78.9) 　 　

average 111 (100) 44 (39.6) 67 (60.4) 27.13 <0.0001

unhealthy 30 (100) 22 (73.3) 8 (26.7) 　 　

Housekeeping 

time

(hour/day)　

<1 99 (100) 30 (30.3) 69 (69.7) 　 　

1≤h<2 56 (100) 18 (32.1) 38 (67.9) 　 　

2≤h<3 48 (100) 22 (45.8) 26 (54.2) 8.27 0.062

≥3 28 (100) 15 (53.6) 13 (46.4) 　 　

VDT work time

(hour/day)

<4 61 (100) 21 (34.4) 40 (65.6) 　 　

4≤h<6 90 (100) 32 (35.6) 58 (64.4)

6≤h<8 52 (100) 18 (34.6) 34 (65.4) 8.60 0.013*

≥8 28 (100) 14 (50.0) 14 (50.0) 　 　

Regular resting yes 65 (100) 15 (23.1) 50 (76.9) 　 　

no 166 (100) 70 (42.2) 96 (57.8) 7.32 0.006*

*p<0.05

†According to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NIOSH),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was 

defined as the pain and mid-pain appears in some parts of the body (during work and eases after work at home) more than 

once a month for more than 1 week.

3.4 대상자의 특성과 NIOSH 정의에 의한 근

골격계 각 부위별 불편증상 호소율

신체 각 부위별로 근골격계 증상을 느낀다고 답한 대

상자의 빈도와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NIOSH 정의에 의
한 불편증상 호소율은 36.8%였고, 목과 어깨의 발생빈도
가 높았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2012

268

[표 3] 대상자의 특성과 NIOSH 정의에 의한 근골격계 불편증상 신체 각 부위별 호소율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and according to NIOSH rate of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by  body par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Neck Shoulder Arm

/Elbow

Wrist

/Finger

Waist Leg/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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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8) 60(26.0) 70(30.0) 16(6.9) 31(13.4) 35(15.2) 17(7.4)

School type middle school 27(24.3) 30(27.0) 9(8.1) 17(15.3) 16(14.4)* 8(7.2)

Academic high school 13(25.0) 11(21.2) . 4(7.7) 6(11.5) 4(7.7)

Vocational high school 20(29.4) 29(42.6) 7(10.3) 10(14.7) 13(19.1) 5(7.4)

Regular Exercise yes 18(25.7)* 18(25.7) 4(5.7) 8(11.4) 10(14.3) 4(5.7)

no 42(26.1) 52(32.3) 12(7.5) 23(14.3) 25(15.5) 13(8.1)

Sex male 13(19.1) 11(16.2)* . 6(8.8) 4(5.9) 3(4.4)

female 47(28.8) 59(36.2) 16(9.8) 25(15.3) 31(19.0) 14(8.6)

Age 20-29 6(19.4)* 8(25.8) . 1(3.2) 1(3.2) 3(9.7)

30-39 22(24.2) 28(30.8) 8(8.8) 12(13.2) 16(17.6) 5(5.5)

40-49 27(37.0) 28(38.4) 6(8.2) 15(20.5) 16(21.9) 7(9.6)

≥50 5(13.9) 6(16.7) 2(5.6) 3(8.3) 2(5.6) 2(5.6)

Marital status non-married 16(26.2)* 19(31.1)* 4(6.6) 7(11.5) 11(18.0)* 7(11.5)

married 44(25.9) 51(30.0) 12(7.1) 24(14.1) 24(14.1) 10(5.9)

Education 

work duration 

(year)

<5 11(23.9)* 13(28.3)* 2(4.3) 3(6.5) 5(10.9)* 6(13.0)

5-9 13(25.0) 18(34.6) 4(7.7) 9(17.3) 10(19.2) 3(5.8)

10-19 16(27.1) 19(32.2) 4(6.8) 9(15.3) 8(13.6) 2(3.4)

≥20 20(27.0) 20(27.0) 6(8.1) 10(13.5) 12(16.2) 6(8.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3(14.4)* 16(17.8)* 3(3.3) 7(7.8) 6(6.7)* 3(3.3)

average 34(30.6) 37(33.3) 8(7.2) 18(16.2) 17(15.3) 10(9.0)

unhealthy 13(43.3) 17(56.7) 5(16.7) 6(20.0) 12(40.0) 4(13.3)

Housekeeping 

time

(hour/day)

<1 23(23.2) 26(26.3)* 4(4.0) 11(11.1) 12(12.1) 9(9.1)*

1≤h<2 12(21.4) 16(28.6) 2(3.6) 6(10.7) 8(14.3) 2(3.6)

2≤h<3 17(35.4) 17(35.4) 7(14.6) 8(16.7) 11(22.9) 5(10.4)

≥3 8(28.6) 11(39.3) 3(10.7) 6(21.4) 4(14.3) 1(3.6)

VDT work time

(hour/day)

<4 16(26.2) 18(29.5) 4(6.6) 8(13.1) 13(21.3) 3(4.9)

4≤h<6 23(25.6) 25(27.8) 6(6.7) 13(14.4) 10(11.1) 7(7.8)

6≤h<8 9(17.3) 14(26.9) 2(3.8) 4(7.7) 5(9.6) 3(5.8)

≥8 12(42.9) 13(46.4) 4(14.3) 6(21.4) 7(25.0) 4(14.3)

Regular resting yes 11(16.9)* 14(21.5) 3(4.6) 6(9.2)* 8(12.3) 7(10.8)

no 49(29.5) 56(33.7) 13(7.8) 25(15.1) 27(16.3) 10(6.0)

*p<0.05

목 부위는 규칙적 운동여부, 결혼상태, 교육경력, 주관
적 건강상태, 휴식유무와, 어깨부위는 성별, 결혼여부, 교
육경력, 주관적 건강상태, 가사노동시간과, 손/손가락 부
위는 휴식유무와, 허리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 
다리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 VDT작업시간이 관
련이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표 3].

3.5 대상자의 특성과 근골격계 불편증상 다변

수 분석

NIOSH 기준에 의한 근골격계 불편증상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하고, 근골격계 불편증상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후 근골격계 불편증상과 
관련성을 보인 성별, 연 령, 규칙적운동 여부, 근무학교유
형, 주관적 건강상태, 가사노동시간, VDT작업시간, 휴식

여부의 혼란변수를 보정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20세-29세에 비해 40세 이상에서, 중학교에 근무하
는 경우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건강한 편에 비해 보통이하에서, 가사노동시간 1시간 미
만에 비해 2시간 이상에서, VDT작업시간이 4시간 미만
에 비해 8시간 이상에서, 휴식을 하는 것에 비해 휴식을 
갖지 않을 때 근골격계 불편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
였다.

근골격계 유증상 교차비는 40세-49세인 경우 20-29세
에 비해 4.63배,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미만에 비해 3시
간 이상에서 4.33배였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
한 편에 비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11.75배나 높
은 근골격계 유증상 교차비를 보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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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특성과 근골격계 불편증상 다변수 분석
[Table 4] Multiful regression analysis for risk factor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and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 Yes No χ2 p-value Adjust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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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100.0)　 85 (36.8) 146 (63.2)

School type middle school 111 (100.0) 35 (31.5) 76 (68.5)

5.72 0.052

1 　

academic high school 52 (100.0) 17 (32.7) 35 (67.3) 2.37 (1.79-7.15)

vocational high school 68 (100.0) 33 (48.5) 35 (51.5) 2.41 (1.93-6.23)

Regular Exercise yes 70 (100.0) 23 (32.9) 47 (67.1)
2.45　 0.087　

1 　

no 161 (100.0) 62 (38.5) 99 (61.5) 1.28 (0.91-2.31)

Sex male 68 (100.0) 18 (26.5) 50 (73.5)
3.81
　

0.050*
　

1 　

female 163 (100.0) 67 (41.1) 96 (58.9) 1.81 (0.74-4.47)

Age

　

20-29 31 (100.0) 9 (29.0) 22 (71.0) 　

10.39
　

　

0.015*
　

1 　

30-39 91 (100.0) 33 (36.3) 58 (63.7) 1.21 (0.91-4.73)

40-49 73 (100.0) 36 (49.3) 37 (50.7) 4.63 (1.82-26.18)

≥50 36 (100.0) 7 (19.4) 29 (80.6) 1.98 (2.24-16.22)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90 (100.0) 19 (21.1) 71 (78.9)

27.13
　
　

<0.0001
　
　

1 　

average 111 (100.0) 44 (39.6) 67 (60.4) 2.51 (1.14-5.52)

unhealthy 30 (100.0) 22 (73.3) 8 (26.7) 11.75 (3.56-38.78)

Housekeeping 

time

(hour/day)

<1 99 (100.0) 30 (30.3) 69 (69.7) 　

8.27
　
　

　

0.062
　
　

1

1≤h<2 56 (100.0) 18 (32.1) 38 (67.9) 2.07 (0.94-7.91)

2≤h<3 48 (100.0) 22 (45.8) 26 (54.2) 2.10 (1.48-5.52)

≥3 28 (100.0) 15 (53.6) 13 (46.4) 4.33 (1.97-19.34)

VDT work time

(hour/day)

<4 61 (100.0) 21 (34.4) 40 (65.6)

8.60
　
　

0.013*
　
　

1 　

4≤h<6 90 (100.0) 32 (35.6) 58 (64.4) 1.21 (0.36-2.32)

6≤h<8 52 (100.0) 18 (34.6) 34 (65.4) 1.63 (0.20-1.97)

≥8 28 (100.0) 14 (50.0) 14 (50.0) 2.32 (1.09-8.20)

Regular resting yes 65 (100.0) 15 (23.1) 50 (76.9)
7.32 0.006*

1 　

no 166 (100.0) 70 (42.2) 96 (57.8) 2.28 (1.39-5.22)

*p<0.05

‡All analysis adjusted for School type, Regular Exercise, Sex,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Housekeeping time, VDT 

work time, Regular resting.

3.6 신체 각 부위별 근골격계 불편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근골격계 불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근골격계 불편증상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
고, 근골격계 불편증상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근골격계 불편증상과 관련성을 보인 성별, 연령, 규칙
적 운동 여부, 근무학교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가사노동
시간, VDT작업시간, 휴식여부의 혼란변수를 보정하였다. 
목 부위는 건강한편에 비해 보통이다(OR 2.89)와 건강하
지 않은 편이다(OR 3.79)에서, 규칙적으로 운동 한다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다(OR 2.16)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어깨부위는 건강한 편에 비해 보통이다
(OR 2.02)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OR 5.02)에서, 남성
에 비해 여성(OR 2.43)에서, 손/손가락 부위는 20세-29세
에 비해 40세-49세에서(OR 14.91)에서, 허리 부위는 20
세-29세에 비해 30세-39세(OR 13.81)와 40세-49세(OR 
15.94)에서, 건강한편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OR 
9.22)에서, 다리부위는 20세-29세에 비해 40세-49세(OR 
19.64)에서, 건강한편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OR 
6.70)에서, VDT작업시간이 4시간 미만에 비해 8시간이
상(OR 11.33)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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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체 각 부위별 근골격계 불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Multiful regression analysis for risk factors on musculoskeletal discomfort symptoms by body parts

Body parts Risk factors Base point OR 95%CI

Neck Subjective health status : average healthy 2.89 (1.32-6.35)

                        unhealthy healthy 3.79 (1.35-10.59)

Regular resting : no yes 2.16 (1.04-4.86)

Shoulder Sex : female male 2.43 (1.01-5.81)

Subjective health status : average healthy 2.02 (1.07-4.21)

                        unhealthy healthy 5.02 (1.90-13.30)

Wrist/Finger Age : 40-49 20-29 14.91 (1.05-223.35)

Waist Age : 30-39 20-29 13.81 (1.34-142.58)

      40-49 20-29 15.94 (1.14-222.56)

Subjective health status : unhealthy healthy 9.22 (2.60-32.70)

Leg/Foot Age : 40-49 20-29 19.64 (1.13-342.54)

Subjective health status : unhealthy healthy 6.70 (1.13-39.77)

VDT work time(hour/day) : ≥8 <4 11.33 (1.25-102.47)

4. 고 찰

남녀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에서 
목․어깨 부위 근골격계 증상은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 
직무 긴장이 고 긴장인 군에서 위험도가 높았으며, 국내
에서도 VDT 작업자에서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 근골격
계 증상점수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3]. 교사들의 
근골격계 불편증상 정도와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근골
격계 불편증상을 신체 각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지
역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VDT작업을 동반하는 일반사무직의 작업관련증상인 목, 
어깨부위에 주로 자각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근골격계 불편증상 호소율은 36.8%였고, 목과 어깨의 
호소율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각각 
26%와 30.0%로 나타났다. 목, 어깨 부위의 증상 유병률
이 24.3%, VDT 작업자에서 근골격계 유증상비가 32.9%
로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등[7]의 연구 보다는 
높게, 목, 어깨 부위의 증상 유병률이 각각 44.3%와 
55.4%로 나온 여성 사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
[10]의 연구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다. 공공기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11]등의 연구에서 증상Ⅲ(본 연
구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별 유증상비는 각
각 목(15.3%), 어깨(17.9%), 손․손가락(11.9%), 허리
(22.1%)로 본 연구에 비해 낮은 유증상비를 보였다. 또한, 
박[12]등의 연구에서 VDT작업자의 근골격계 증상은 목
(11.1%), 어깨(20.8%), 손/손가락(11.1%), 허리(8.3%)로 
본 연구에 비해 낮은 유증상비를 보였다. 이 같은 근골격
계 증상의 불편 호소부위와 호소율은 연구 대상자의 직
종과, 업무 특성과 이에 따른 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고 판단된다. 

심[11]등의 연구에서는 목 부위의 통증은 근무 중 휴
식유무와, 어깨부위의 통증은 성별과, 허리부위 통증은 
근무 중 휴식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목 부위는 주관적 건강상
태와 휴식유무, 어깨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성별, 
손․손가락 부위는 연령, 허리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 다리부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령, VDT작업시
간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매체의 변화가 있긴 하나 판서작업과 
전산행정업무가 주된 업무인 교사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
계 불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타 직군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골격계 불편증상의 관련요인으로 성별, 연령, 주관
적 건강상태, VDT작업시간, 휴식유무가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규칙적 운동여부, 근무
학교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가사노동시간, VDT작업시
간, 휴식여부의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학교유형, 40세 이상, 2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시간, 8
시간 이상의 컴퓨터작업시간, 규칙적으로 휴식을 갖지 않
는 경우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근골격계 불편
증상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작업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질병이 없는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
해준다. 건강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안녕을 모두 포함
한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근육긴장이 증가하고, 증상에 대한 인지를 증가시키거나 
증상에 대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증상을 발생시
키거나 악화시킨다는 가설이 있다[4][18]. 심리적, 정신사
회적 안녕상태가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7][9][13-18]에 의하면 물리적 반복적 부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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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도, 사회심리적요인 등이 사
무직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무직근로자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유병률이 높은 편
이지만 간단하고 정기적인 스트레칭만으로도 예방 가능
한 질환이다. 운동치료가 근육의 운동범위회복을 유도하
고 근막통증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경견완장애
나 흉통, 요통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19-20].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간단하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으며[21],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를 위해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사업장에 적용했을 때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22-24]. 

따라서 근골격계 불편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간공학
적 배려 외에, 신체 각 부위별로 간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작업 중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짐으로써 직무로 인한 근골격계의 과도한 
긴장과 불편감 발생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특성 중 일부가 제한적으로 조
사되어 교사직군의 직업성 질환과 관련된 연구라고 하기
에 충분한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로서 교사라는 대상 집단에서 직업관련 근골격계 
불편증상을 신체 각 부위별로 분류하여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사에서는 목과 어깨 부위
의 근골격계 불편증상이 가장 많았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VDT작업시간, 휴식여부 연령 등이 위험요인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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