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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MSSs) and their 

correlation with subjective health condition (SHC)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disseminated to EMTs (N=257) at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and fire stations.

Results: The prevalence of MSSs was very high in the studied EMTs: 88.3% reported having MSSs. The 

most commonly affected site was the lower back (73.9%) followed by the neck (56.8%) and the shoulder 

(55.6%). MSSs were more common in women than in men, and its frequency increased with age. MSSs 

in the neck and shoulder were more increased in EMTs with ＜ 1 year of service. MSSs in the hand / 

wrist / finger or leg / foo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EMTs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than 

those of fire stations.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ose with MSSs of the lower back. 

The subjective heath condition was decreased with age, marriage, or smoking. There was significant 

corelation between MSSs and SHC.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MSSs are a reasonably common problem for EMTs, and that 

solutions need to be imposed such as some actual tasks or items related to work postures, work 

control, and work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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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근골격계 증상은 건강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발

생되는 증상 중의 하나로써, 일생에 최소한 약 

60~80% 사람들이 한번쯤은 경험하는 증상이며, 

일부 보고[1,2]에 의하면 보건의료 직종에 근무하

는 사람들의 근골격계 증상 및 발생률이 높다고 한

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 재해 및 사

고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응급현장 및 응급의료기관

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

정이며, 이러한 업무의 증가는 빈번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요인은 개인적 특

성, 직업적 특성, 인간 공학적 특성 및 직무스트레

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다[3,4]. 

이러한 요인 중 작업관련성 근골계 질환의 유발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요소는 작업자세, 작업방법, 

반복성 및 유해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시간 등 인간

공학적 위험요인이다[5]. 응급구조사의 경우 근골

격계 증상을 유발하는 물리적 요인은 환자의 응급

처치를 위한 각종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작업, 환자 중심의 위치에서 응급처치 실시

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환자이동에 따른 

순간적인 과도한 힘, 추운작업 환경 및 진동 등이

다. 특히, 과도하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

업, 서서 일하는 작업, 쪼그려 앉는 작업, 물건을 

들거나 미는 작업 및 당기는 작업과 같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 들거나 밀거나 당기기는 작업과 같은 

직접 환자를 들어올리고, 환자자세 재배치 시 허리

통증의 발생률이 32%로 상당히 높다고 한다[6,7]. 

Ando 등[8]에 의하면 작업관련성 근골계질환 발생

요인은 직무압박, 휴식의 부족, 질적인 노동강도, 

노동강도의 변화성과 단조로운 작업 등이 있으며 

특히, 단조로운 작업은 허리, 및 목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어깨 및 팔꿈치의 질환을 유발한다고 

한다. 실제로 각 신체부위별 업무관련 지속적인 근

골격계 증상은 점점 악화될 수 있으며 심하면 근골

격계 질환을 야기하여 업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외국사례에 의하면 노르웨이 앰블런스 

종사자의 근골격계 증상은 일반직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9], 북아일랜드의 앰블런스 종사

자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및 순환질환과 같은 의학적 

문제로 인한 조기 은퇴율이 다른 의료서비스 종사

자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하며[10], 스웨덴 응급구

조사의 신체적 영구손상은 1000명 당 2.2명으로 

1000명 당 0.38명인 다른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비

해 상당히 높다고 한다[11]. 

한편, Ylipaa 등[12]에 의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근골격계 증상을 느끼는 대상자들은 두통, 

위장장애 및 불면증과 같은 건강문제를 호소한다

고 한다[13]. 또한, 북아일랜드의 앰블런스 종사자

들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는 않았지만 다

른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혈압이 높게 나타났

다[14]. 이러한 연구보고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근

골격계 증상은 단순히 통증을 넘어서 시간이 지날

수록 신체 전반적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이는 주관적 건강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응

급구조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외국의 사례이며, 

우리나라에서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정도와 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각 

신체별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정도를 파악하고, 건

강상태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의 예방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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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

구, 대전, 경기, 서울, 부산, 경북 및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108명

과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159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 배부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설

명한 후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우편으

로 배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다. 총 26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방법

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이 많은 10부를 제외한 

2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주거형태, 흡연, 음주, 운동 등 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근무특성

근무특성은 근무지, 근무지역, 근무경력, 응급

구조사 자격 종류, 고용형태, 근무형태, 근무 만족

도, 이직 경험, 이직계획, 이직이유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근골격계 증상

근골격계 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

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에서 제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KOSHA 

CODE H-30-2008)의 근골격계 증상표[15]를 사용

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1년 동안 목, 어깨, 팔/팔꿈

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등 6개 신체부위

에 대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

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낀 경험의 유무, 지난 1년간 경험 빈도, 통증 지속

기간, 통증의 정도, 지난 1년간 통증 치료, 지난 1주

일 동안의 증상 등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4)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Speake 등[16]이 개발한 주

관적 건강상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현

재의 건강상태, 일상생활에 방해 정도, 같은 연령

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건강상태 등 총 3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α=.83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850이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1.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은 빈

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증상의 특징

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은 

χ2-test를 실시하였다.

3)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4) 근골격계 증상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

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81명(70.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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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Female

181
76

70.4
29.6

Age (years-old)

20 ~ 24
25 ~ 29
30 ~ 34
≥ 35

45
89
50
79

17.5
34.6
19.5
28.4

Mean±SD 31.36±7.5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More university

20
166
71

7.8
64.6
27.6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43
114

55.6
44.4

Dwelling pattern

Own house
Rent house
Dormitory
Others

160
77
13
7

62.3
30.0
5.1
2.7

Smoking
No smoking
Smoking
Smoking in the past

147
84
26

57.2
32.7
10.1

Drinking

No
2 ~ 3 times a month
1 ~ 2 times a week
More than 3 times a week

60
78
91
28

23.3
30.4
35.4
10.9

Exercise

No
2 ~ 3 times a month
1 ~ 2 times a week
More than 3 times a week

43
61
87
66

16.7
23.7
33.9
25.7

Total 257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7)

여자의 76명(29.6%)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전체의 

34.6%가 25~29세로 가장 많았고 35세 이상 

28.4%, 30~34세 19.5%의 순이었고 평균 연령은 

31.36세 였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64.6%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전체의 55.6%가 미혼이었으

며, 주거형태는 62.3%가 자택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은 비흡연이 57.2%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 

32.7%, 과거흡연 10.1%의 순이었고 음주와 운동

은 1주에 1~2회가 각각 35.4%, 33.9%로 가장 많

았다<Table 1>.

2) 근무 특성

조사대상자의 59.1%가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었

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0.9%였

고 근무지역은 대도시가 52.5%로 중소도시의 

47.5%보다 많았다. 근무경력은 1년~3년 미만이 

28.0%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14.4%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60.9개월이었다. 응급

구조사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가 81.3%로 가장 많

았으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81.3%, 근무형태는 

3교대제가 91.9%로 가장 많았다. 근무만족도는 전

체의 38.1%가 만족하고 있었고 보통 35.0%, 불만

족 26.8%의 순이었으며, 이직경험은 ‘없다’가 

67.1%로 ‘있다’의 32.9%보다 많았다. 이직 계획은 

72.8%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로는 응급구조사의 낮은 대우가 28.9%

로 가장 많았고 불안한 고용형태 21.1%,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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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Working place
Medical institution
Fire station

105
152

40.9
59.1

Working area
Small and medium-sized city
Major city

122
135

47.5
52.5

Working career (year)

＜ 1
1 ~ 3
3 ~ 5
5 ~ 10
＞ 10

37
72
56
46
46

14.4
28.0
21.8
17.9
17.9

Mean±SD (month) 60.90±58.82

Qualification / license
Paramedics
EMT*-Basic

191
66

74.3
25.7

Type of employment
Regular employment
Contractual employment

209
48

81.3
18.7

Shift system
Three eight-hour shift
Two twelve-hour shift

228
20

91.9
8.1

Worker satisfaction 
Unsatisfied
Average
Satisfied

69
90
98

26.8
35.0
38.1

Experience of changing job
No
Yes

171
84

67.1
32.9

Plan of changing job
Yes
No

187
70

72.8
27.2

Reason of changing job†

Insufficient payment
Unstable type of employment
Inappropriate task
Overburdening task
Personal relation
Inadequate working condition
No fitting in aptitude
Being low in position
Others

15
19
14
8
4
17
2

26
10

16.7
21.1
15.6
8.9
4.4
18.9
2.2

28.9
11.1

Total 257 100.0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lan of changing job, overlapping answer

Table 2. Working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7)

근무환경 18.9%, 급여나 경제적 보상 16.7%의 순

이었다<Table 2>.

2. 응급구조사의 근골격계 증상

1) 근골격계 증상 및 특성

조사대상자의 88.3%가 근골격계 증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신체부위별로는 허리가 73.9%로 

가장 많았고 목 56.8%, 어깨 55.6%의 순이었으

며, 팔/팔꿈치는 26.8%로 가장 적었다. 증상부위

의 개수는 2개가 23.0%로 가장 많고 6개 17.5%, 

3개 16.3%의 순이었으며, 평균 증상 개수는 2.92

개였다<Table 3>.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의 특

성은 1년간 통증 빈도는 목, 어깨, 허리, 다리/발

의 경우 1개월에 1번이 각각 27.4%, 34.3%, 

30.0%, 29.1%로 가장 많았고 팔/팔꿈치와 손/손

목/손가락은 6개월에 1번이 각각 39.1%, 26.0%로 

가장 많았다. 통증 지속기간은 전반적으로 1일~1

주일과 1일 미만이 많았으며, 통증 정도는 모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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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Symptom
Yes
No

227
30

88.3
11.7

Part of body

Neck
shoulder
Arm / elbow
Hand / whist / finger
Low back
Leg / ankle

146
143
69

100
190
103

56.8
55.6
26.8
38.9
73.9
40.1

Number of symptom in the body

No
1
2
3
4
5
6

30
36
59
42
24
21
45

11.7
14.0
23.0
16.3
9.3
8.2
17.5

Mean±SD 2.92±1.96

Table 3. Musculoskeletal symptom (N=257)

Variables Category Neck Shoulder
Arm /
elbow

Hand /
whist /
finger

Back Leg / foot

Frequency 
of pain a 
year

Once every six months
Once every two or three months
Once a month
Once a week
Everyday

29 (19.9)
34 (23.3)
40 (27.4)
28 (19.2)
15 (10.3)

21 (14.7)
24 (16.8)
49 (34.3)
27 (18.9)
22 (15.4)

27 (39.1)
16 (23.2)
12 (17.4)
10 (14.5)
4 ( 5.8)

26 (26.0)
23 (23.0)
25 (25.0)
17 ( 17.0)
9 ( 9.0)

 27 (14.2)
 44 (23.2)
 57 (30.0)
 31 (16.3)
31 (16.3)

25 (24.3)
16 (15.5)
30 (29.1)
16 (15.5)
16 (15.5)

Pain 
duration

＜ One day 
One day to a week
A week to a month
A month to six months
＞ Six months

52 (35.6)
67 (45.9)
17 (11.6)
 3 ( 2.1)
 7 ( 4.8)

46 (32.2)
65 (45.5)
18 (12.6)
 6 ( 4.2)
8 ( 5.6)

30 (43.5)
28 (40.6)
 6 ( 8.7)
 1 ( 1.4)
4 ( 5.8)

33 (33.0)
41 (41.0)
17 (17.0)
 3 ( 3.0)
6 ( 6.0)

 43 (22.6)
 89 (46.8)
 33 (17.4)
 13 ( 6.8)
12 ( 6.3)

41 (39.8)
42 (40.8)
 8 ( 7.8)
 8 ( 7.8)
 4 ( 3.9)

Degree of 
pain

Mild*

Middle†

Severe‡

Very severe§

74 (50.7)
59 (40.4)
12 ( 8.2)
 1 ( 0.7)

63 (44.1)
66 (46.2)
11 ( 7.7)
3 ( 2.1)

44 (64.7)
20 (29.4)
 3 ( 4.4)
1 ( 1.5)

60 (60.0)
27 (27.0)
12 (12.0)
1 ( 1.0)

 59 (31.1)
 96 (50.5)
 33 (17.4)
 2 ( 1.1)

54 (52.4)
35 (34.0)
13 (12.6)
 1 ( 1.0)

Treatment
of pain

Medical institution
Pharmacy
Sick leaving 
Working shift
No treatment
Others

48 (32.9)
16 (11.0)

-
1 ( 0.7)
73 (50.0)
8 ( 5.5)

47 (32.9)
18 (12.6)

-
 1 ( 0.7)
64 (44.8)
13 ( 9.1)

11 (15.9)
11 (15.9)

-
-

45 (65.2)
2 ( 2.9)

17 (17.0)
14 (14.0)

-
 1 ( 1.0)
59 (59.0)
9 ( 9.0)

 71 (37.4)
 16 ( 8.4)

-
  2 ( 1.1)
 84 (44.2)
17 ( 8.9)

27 (26.2)
11 (10.7)

-
 3 ( 2.9)
55 (53.4)
 7 ( 6.8)

Evoked
symptom
for a week

Yes
No

82 (56.2)
64 (43.8)

79 (55.2)
64 ( 4.8)

20 (29.0)
49 (71.0)

37 (37.0)
63 (63.0)

115 (60.5)
 75 (39.5)

52 (50.5)
51 (49.5)

*Mild pain: A little uncomfortable feeling or no concentrated working 
†Middle pain: Having pain for working, but no having pain for resting
‡Severe pain: Having pain for working, and continuing pain for resting
§Very severe pain: impossible working and normal life for pain

Table 4. Characteristic musculoskeletal Symptom by the part of body (N=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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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o Yes χ2 p

Gender
Male
Female

23 (12.7)
 7 ( 9.2)

158 ( 87.3)
 69 ( 90.8)

0.635 .526

Age (years-old)

20 ~ 24
25 ~ 29
30 ~ 34
≥ 35

 3 ( 6.7)
16 (18.0)
 8 (16.0)
 3 ( 4.1)

 42 ( 93.3)
 73 ( 82.0)
 42 ( 84.0)
 70 ( 95.9)

9.483 .02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More university

-
15 ( 9.0)
15 (21.1)

 20 (100.0)
151 ( 91.0)
 56 ( 78.9)

9.917 .00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2 (15.4)
 8 ( 7.0)

121 ( 84.6)
106 ( 93.0)

4.307 .049

Dwelling
pattern

Own house
Share house
Dormitory
Others

13 ( 8.1)
16 (20.8)

-
 1 (14.3)

147 ( 91.9)
 61 ( 79.2)
 13 (100.0)
  6 ( 85.7)

9.911 .019

Smoking
No-smoking
Smoking
Smoking in the past

13 ( 8.8)
12 (14.3)
 5 (19.2)

134 ( 91.2)
 72 ( 85.7)
 21 ( 80.8)

3.138 .208

Drinking

No
2 ~ 3 times a month
1 ~ 2 times a week
More than 3 times a week

 6 (10.0)
 7 ( 9.0)
11 (12.1)
 6 (21.4)

 54 ( 90.0)
 71 ( 91.0)
 80 ( 87.9)
 22 ( 78.6)

3.314 .346

Exercise

No
2 ~ 3 times a month
1 ~ 2 times a week
More than 3 times a week

 3 ( 7.0)
 9 (14.8)
 9 (10.3)
 9 (13.6)

 40 ( 93.0)
 52 ( 85.2)
 78 ( 89.7)
 57 ( 86.4)

1.877 .598

Total 30 (11.7) 227 ( 88.3)

Table 5. Musculoskeletal Sympto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7)

체부위에서 약한 통증이 가장 많았고 중간 통증, 

심한 통증의 순이었다. 통증 치료는 모든 신체부

위에서 그대로 방치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치료하

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

다. 지난 1주간 통증이 있는 신체부위는 허리가 

60.5%로 가장 많았고 목 56.2%, 어깨 55.2%, 다

리/발 50.5%의 순이었다<Table 4>.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 비율

은 연령별로는 35세 이상이 95.9%로 가장 많았고 

20~24세 93.3%, 30~34세 84.0%의 순이었고(p

＜.05),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 100%, 전문대졸 

91.0%, 대졸 이상 78.9%의 순이었다(p＜.01). 결

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이 93.0%로 미혼의 84.6%

보다 많았으며(p＜.05),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기

숙사가 100%로 가장 많았고 자취가 79.2%로 가장 

적었다(p＜.05). 성별, 흡연, 음주, 운동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의 비율은 <Table 6>과 같다. 성별로는 목 부위 

여자 69.7%, 남자 51.4%(p＜.01), 어깨 부위 여

자 69.7%, 남자 49.7%(p＜.01), 손/손목/손가락 

부위 여자 53.9%, 남자 32.6%(p＜.01), 다리/발 

부위 여자 56.6%, 남자 33.1%(p＜.001)로 나타

나 여자가 남자보다 증상이 있는 비율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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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o Yes χ2 p

Working place
Medical institution
Fire station

14 (13.3)
16 (10.5)

 91 (86.7)
136 (89.5)

0.457 .555

Working area
Small and medium-sized city
Major city

11 ( 9.0)
19 (14.1)

111 (91.0)
116 (85.9)

1.590 .245

Working career (year)

＜ 1
1 ~ 3
3 ~ 5
5 ~ 10 
＞ 10

 5 (13.5)
 9 (12.5)
 6 (10.7)
 8 (17.4)
 2 ( 4.3)

 32 (86.5)
 63 (87.5)
 50 (89.3)
 38 (82.6)
 44 (95.7)

4.072 .396

Qualification / license
Paramedics
EMT*-Basic

26 (13.6)
 4 ( 6.1)

165 (86.4)
 62 (93.9)

2.713 .121

Type of employment
Regular employment
Contractual employment

24 (11.5)
 6 (12.5)

185 (88.5)
 42 (87.5)

0.039 .806

Shift system
Three eight-hour shift
Two twelve-hour shift

26 (11.4)
 4 (20.0)

202 (88.6)
 16 (80.0)

1.278 .278

Worker satisfaction 
Unsatisfied
Average
Satisfied

 5 ( 7.2)
 9 (10.0)
16 (16.3)

 64 (92.8)
 81 (90.0)
 82 (83.7)

3.614 .164

Experience of
changing job

No
Yes

22 (12.9)
 8 (9.5)

149 (87.1)
 76 (90.5)

0.606 .537

Plan of changing job
Yes
No

21 (11.2)
 9 (12.9)

166 (88.8)
 61 (87.1)

0.131 .827

Total 30 (11.7) 227 (88.3)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able 7. Musculoskeletal Symptom by working characteristics  (N=257) 

으나 팔/팔꿈치와 허리 부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목(p＜.01), 어깨(p＜

.05), 손/손목/손가락(p＜.01), 다리/발(p＜.01) 

부위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증상

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목 부

위에서 고졸 80.0%, 전문대졸 59.0%, 대졸 이상 

46.5%의 순으로 많았다(p＜.05). 결혼상태에 따

라서는 허리 부위에서 기혼이 81.6%로 미혼의 

67.8%보다 많았고(p＜.05)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허리와 다리/발 부위에서 기숙사가 각각 100.0%, 

76.9%로 가장 많았다(p＜.05). 흡연의 경우 목 

부위에서 비흡연자이 63.3%로 가장 많았으나(p＜

.05), 다른 신체부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음주와 운동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

상의 비율 차는 없었다.

3) 근무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근무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의 비율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 비율을 신체부위별로 나타

낸 것은 <Table 8>과 같다. 손/손목/손가락과 다

리/발 부위에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

사가 각각 48.6%, 48.6%로 소방서 근무자의 

32.2%, 34.2%보다 많았으나(p＜.01, p＜.05)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신체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 경력에 따라서는 목과 어깨 

부위에서 1년 미만의 경력자가 각각 78.4%, 73.0%

로 가장 많았으며(p＜.05), 고용 형태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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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Subjective health condition

Mean±SD t / F p

Gender
Male
Female

3.31±0.84
3.32±0.79

-0.118 .906

Age

20 ~ 24
25 ~ 29
30 ~ 34
≥ 35

3.31±0.72ab

3.53±0.84a

3.27±0.82ab

3.09±0.81b

 4.057 .00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More university

3.10±0.94
3.28±0.82
3.46±0.77

 2.058 .13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43±0.82
3.18±0.80

 2.458 .015

Dwelling pattern 

Own house
Share house
Dormitory
Others

3.22±0.80a

3.47±0.83ab

3.28±0.76a

3.90±0.92b

 2.888 .036

Smoking
No-smoking
Smoking
Smoking in the past

3.46±0.81a

3.17±0.83ab

2.95±0.67b
 6.682 .001

Drinking

No
2 ~ 3 times a month
1 ~ 2 times a week
More than 3 times a week

3.32±0.83
3.30±0.78
3.34±0.76
3.25±1.09

 0.094 .963

Exercise

No
2 ~ 3 times a month
1 ~ 2 times a week
More than 3 times a week

3.15±0.76
3.26±0.74
3.31±0.83
3.48±0.91

 1.578 .195

Total 3.32±0.82

Table 9. A subjective health condi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7)

는 목, 어깨, 손/손목/손가락, 다리/발 부위에서계

약직이 정규직보다 많았다(p＜.05).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허리 부위에서 3교대제가 

75.9%로 2교대제의 45.0%보다 많았으며(p＜

.01), 근무만족도에 따라서도 허리 부위에서 불만

족이 84.1%가장 많았다(p＜.01). 이직 계획에 따

라서는 손/손목/손가락과 다리/발 부위에서 이직

계획이 없는 집단이 각각 54.3%, 54.3%로 있는 집

단의 33.2%, 34.8%보다 많았으나(p=.003, p=

.006), 다른 신체부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근무지역과 이직경험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골

격계 증상이 있는 비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응급구조사의 주관적 건강상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5점 만

점에 3.32점이었고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9>. 연령에 따라서는 25~29세가 

3.53점으로 35세 이상의 3.09점보다 높았으며(p

＜.01),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이 3.43점으로 

기혼의 3.18점보다 높았고(p＜.05)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기타가 3.90점으로 자택 3.22점, 기숙사 

3.28점보다 높았으며(p＜.05), 흡연에 따라서는 

비흡연이 3.46점으로 과거흡연의 2.95점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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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Musculoskeletal symptom (number) -0.099 -0.237 -3.893*** .000

F=15.158(p= .000),   R2 = .056

Table 11. Effect of subjective health condition on musculoskeletal symptom (N=257)

Variables Category
Subjective health condition

Mean±SD t / F p

Working place
Medical institution
Fire station

3.50±0.79
3.19±0.82

 3.018 .003

Working area
Small and medium-sized city
Major city

3.33±0.81
3.30±0.84

 0.235 .814

working career

＜ 1
1 ~ 3
3 ~ 5
5 ~ 10
＞ 10

3.37±0.70
3.49±0.80
3.30±0.95
3.24±0.81
3.09±0.76

 1.822 .125

Qualification/license
Paramedics
EMT*-Basic

3.38±0.83
3.13±0.79

 2.183 .030

Type of employment
Regular employment
Contractual employment

3.29±0.82
3.43±0.84

-1.079 .281

Shift system
Three eight-hour shift
Two twelve-hour shift

3.31±0.81
3.30±0.93

 0.037 .971

Worker satisfaction 
Unsatisfied
Average
Satisfied

3.11 ±0.94
3.15±0.67
3.61±0.78

10.958 .000

Experience of changing 
job

No
Yes

3.28±0.77
3.39±0.92

-0.930 .354

Plan of changing job
Yes
No

3.34±0.82
3.25±0.83

 0.806 .421

Total   3.32±0.82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able 10. A subjective health condition by working characteristics (N=257) 

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학력, 음주, 운동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근무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의료기관 근무

자가 3.50점으로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의 

3.19점보다 높았으며(p＜.01), 응급구조사 자격에 

따라서는 1급 응급구조사가 3.38점으로 2급 응급구

조사의 3.13점보다 높았다(p＜.05)<Table 10>.

근무 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이 3.61점으로 불

만족 3.11점, 보통 3.1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p＜.001) 근무지역, 근무경력, 고용형태, 근무형

태, 이직경험, 이직계획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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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골격계 증상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근골격계 증상의 개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관

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골격계 증상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001)<Table 11>. 

즉, 근골격계 증상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력은 5.6%였다.

Ⅴ. 고  찰

응급구조사는 각종 재난, 재해 및 사고 등에 의

해 죽음과 생존의 긴박한 상황의 환자에게 병원 

전 또는 병원 내에서 환자 중심의 응급처치를 실

시하며, 이러한 응급처치를 위한 잦은 부자연스럽

고 불편한 자세, 특정부위의 반복적 행동 및 무리

한 근력사용은 근골격계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환자

중심의 응급처치는 신체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를 응급구조사가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응급구조

사가 근골격계 증상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각 신체별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정도를 

파악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함

으로써 응급구조사의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의 예

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88.3%가 근골격계 증상이 있

다고 하며, 이는 기존의 119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17]과 비교해 볼 때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신체부위별로는 

허리(73.9%)가 가장 많았고, 목(56.8%)과 어깨

(55.6%)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간호사들이 주로 바퀴달린 카트 이동 및 환

자 케어 시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나타나는 근골격

계 증상의 신체부위 중 허리통증이 가장 높은 것

[18]과 일치하였고, 일부 연구에서[19] 치위생사들

의 일반적인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부위가 허리, 

어깨 및 목의 순서임을 볼 때, 응급구조사의 경우 

목과 어깨는 기존 연구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났다. 허리통증과 어깨통증은 당기고 미는 작업

에서 주로 발생한다[20]는 것으로 보아 응급구조

사에게 목 통증이 높은 것은 응급처치 또는 환자

의 생체징후 확인을 위한 오랜 시간의 같은 자세

유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과중한 심리적인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골격계 증상부위의 

개수는 2개가 23.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의 특성은 1년간 통증 빈도는 목, 어

깨, 허리, 다리/발의 경우 1개월에 1번이 가장 많

았고, 통증 지속기간은 전반적으로 1일~1주일과 1

일 미만이 많았으며, 통증 정도는 모든 신체부위

에서 약한 통증이 가장 많았고, 통증 치료는 모든 

신체부위에서 그대로 방치한다가 가장 많다고 하

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응급구조사가 근골격계 

증상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

상은 35세 이상에서 저학력일수록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은 목, 어깨, 손/손목

/손가락, 다리/발 부위에서 여자가 남자 보다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남성보

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한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21]. 그러나 목, 어깨, 손

/손목/손가락 다리/발 부위의 증상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에서, 목통증은 비흡연자와 

학력이 낮을수록, 허리통증은 기혼자에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근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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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목

과 어깨 통증은 1년 미만의 경력자가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

생은 흡연과 같은 개인적 요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22], 나이가 많을수록 근무기간이 길

수록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는[23] 차이가 있는 

결과로써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 발생률이 

88.3%이고 약한 통증이며 발생 시 주로 방치한다

는 것을 통해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

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음으로써 약한 통증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비

흡연자의 목통증은 신체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

된다. 

근무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에서 손/손목/

손가락과 다리/발 증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구

조사가 소방서의 구급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소방서의 구급대 보다 응급의료기

관의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범위가 넓고 해야 할 

업무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고용 형태에 따

른 목, 어깨, 손/손목/손가락, 다리/발 증상에서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

무형태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은 비교대제 근무자

가 교대제 근무자에 비해 목과 팔에 더 심한 근골

격계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며[22], 본 연구에서 다

른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허리통증은 2교대제에 비해 오히려 3교대제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낮은 집

단에서 2교대제 보다는 3교대제의 근무를 선호함

으로써 약한 통증도 민감하게 인지함으로써 나타

난 결과로 생각된다.

근무만족도는 허리통증에서 불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직 계획은 손/손목/손가락과 

다리/발 증상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매뉴

얼에 따른 장비조작, 굽힘, 비틈 및 몸 전체의 진

동과 같은 업무에 필요한 육체적 활동은 근골격계 

질환 중 허리통증, 증상악화 및 손상을 증가시킨

다고 하며[24] 근골격계 증상의 가장 주요 부위인 

허리통증은 앞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 자체를 지

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근무만

족도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직계획과 관련한 손/손목/손가락과 다리/발 증

상은 작고 잦은 반복동작의 업무가 많을수록 이직

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응급구조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25~29세가 35세 이상 보다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이 기혼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고, 비흡연자가 과거흡연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에서 응급의료기관 근무자가 소방서의 구급대 보

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

구조사가 몇 년 후 소방서의 구급대로 이직하고, 

장기 근무 상황을 고려해 보면 소방서 구급대의 

평균연령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좋지 않는다는 연구

를[25] 통해 근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응급구조

사의 근골격계 증상과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관련

성을 확인한 결과, 근골격계 증상은 주관적 건강

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근골

격계 증상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약

한 통증의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며, 비숙련된 

근무경험이 적은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업

무 범위가 넓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도 폭넓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구조사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근골격계 부위별 증상 및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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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의 경우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면 만성화로 

진행되어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자가 조기발견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한다면 응급구조사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응급구조사의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정도와 이

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 응급

구조사의 88.3%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한 자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는 장기적으로 근골격계 질

환으로 이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체부위별로는 허리(73.9%)가 가장 많았고, 목

(56.8%)과 어깨(55.6%)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은 35세 이상

에서, 저학력일수록,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고,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은 

목, 어깨, 손/손목/손가락, 다리/발 부위에서 여자

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25~29세가 

35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이 

기혼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비흡연자가 과거흡

연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에서 근무 경력

에 따른 목과 어깨 통증은 1년 미만의 경력자가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손/손목/손가락과 다리/발 

증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구조사가 소방서의 구

급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만족도

는 허리통증에서 불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며, 이직 계획은 손/손목/손가락과 다리/발 증

상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급구조

사의 근골격계 증상과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관련

성을 확인한 결과 근골격계 증상은 주관적 건강상

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응급구조사의 근골

격계 증상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게 관찰되었고, 

근골격계 질환의 각 신체부위별 발생정도는 응급

의료기관의 관련 정책, 업무수칙, 주변 환경 및 새

로운 장비와 기술도입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인간 

공학적인 면에서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결과

이므로, 업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 또는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 등 다

른 각도에서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2)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와 관련된 예방교

육의 중요성의 강조는 개인의 질의 향상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임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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