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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Average using time of smart-phone for Korean
people is 3 hours 39 minutes and most people who are using a
computer at home and their workplace can be affected over
force to neck and shoulder due to unstable body posture. mus-
culoskeletal disorders which caused by unstable body posture
can affect strongly to decrease work efficiency. So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measure the effect of using computer &
smart-phone on decreased work efficiency due to muscu-
loskeletal disorders and mediating effect between decreased
work efficiency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author has
developed a questionnaire with 6 hypothesis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result with 5 constructs. The questionnaires
were also made by interview and E-mail. 300 copies of ques-
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82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valid data responses. SPSS ver.21.0 were used
and made Cronbach's and reliability test, correlation, Baron &α
Kenny 3 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 Cronbach's shows 0.770 0.954 and C.R. is 0.963α ∼
0.997 which is higher than 0.7. and AVE was 0.867 0.933. So∼ ∼

the data are all acceptable condition. Using for a long time of a
computer & smart-phone has a positive effect on muscu-
loskeletal disorders. This means, it can cause musculoskeletal
disorders if people use a computer & smart-phone for a long
time due to unstable body posture. And musculoskeletal dis-
orders can effect strongly decrease work efficiency.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a long time of using computer can cause
musculoskeletal disorders rather than using smart-phone a long
time. To check mediate effec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be-
tween using a computer & smart-phone and Decreased Work

* First Author,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Tel: +82-070-8637-5359, E-mail: jhpark14@kongju.ac.kr

Efficiency, author used 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of
Baron & Kenny (1986). Using a computer for a long time medi-
ate partially and using a smart-phone for a long time mediate
completely. This means that using a smart-phone a long time is
not the actual reason to decrease work efficiency. But using
level of smart-phone is increasing rapidly day by day. So we
need to make additional research about this matter seriously.

Conclusion – Nowadays, people can not live on without a
computer & smart-phone even a moment. But, using a computer
for a long time will affect to cause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it will effect strongly to decrease work efficiency. Before,
we thought over that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diseases of
elder people. But, we found out from this study that muscu-
loskeletal disorders can be happen to any people, even chil-
dren, or workers in heavy industry or engaged in brain work. So
we need to be careful when we use a computer for a long
time. People also need to be careful to keep correct body pos-
ture when using both a computer and smart-phone since a
smart-phone became more popular and using time level became
longer. Due to increased income and living standard of people,
physical growth of young people is so rapid. Bu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society is not suitable for them since it can not
follow up the speed of growth. Suitable work table is very im-
portant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 which can affect de-
crease work efficiency. For a person, a society or country, in-
creased productivity is very important since it can directly con-
nected to the job satisfaction. Education and reeducation for the
people is also important, but to teach them how to keep good
condition of health will be more important since it can increase
the quality of work efficiency and quality of life. Computer and
Smart-phone is one the best invention of modern society, but it
can cause mental and physical disease which can affect de-
crease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So it is necessary to
observe attentively for the situation conti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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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현대인은 누구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
하고 살아간다 옛날에는 지식인들이나 본다던 컴퓨터나 스마트폰.
을 회사원뿐만 아니라 학계와 교육계 공장들 그리고 전통시장 상,
인들과 초등학생들 까지도 그 누구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려,
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 스마트폰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하여 신속하고 정확함 저렴한 비용과 편리함으로 인해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인들의 분신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
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고 스마트폰의 분실뿐만 아니라 깜
빡 잊고 한나절만 없어도 모든 연락이 단절되고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던지 길을 가.
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사무실에 앉으면 곧바로 컴퓨터를 켜게 되고 인터.
넷이 문제가 있으면 업무가 마비된다고 난리를 피우게 되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생활인 것이다 특히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
전통시장 상인들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다 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2012 ‘
이용으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고 새’ 86% ‘
로운 소식과 정보를 더 빨리 알게 된다가 로 나타났다 더’ 80.5% . ‘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 74.4%, ‘
션활동이 증가하였다가 에 달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73.4%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편리함의 이면에는 많

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두통을 호소하.
고 시력의 저하와 목 어깨가 뻐근하고 저리는 통증을 호소하고“ , ”
있으며 허리가 아프다고 울부짖고 있다 과거에는 근골격계 질환.
은 통상 노인병이라고 이야기 되어져 왔으나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 환자 수는, 2014 770
만 명이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되며 치료에 들어간 돈이 조 천 백, 1 9 7
억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 달하여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
은 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놀라운 사실은 치료를 받4 ,
은 연령층은 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는 힘든 노동10-20 .
일을 하지 않는 젊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발병률을 나타내는 현상
이고 그 원인은 학생들의 장시간 컴퓨터게임과 스마트폰 사용이라
는 내용의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다 근골격계질환은 지금까지 막.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되어져 왔으나 이제는
화이트컬러 및 남녀 노소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질병이고 주변,
인물 명 중 명은 모두 불편하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질병이10 9
다 유통마케팅 산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질병이고 산업생산성.
과 직결된 항목들이라서 그 실태와 연관성을 파악하여 개개인과
국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생산
과 판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연관시켜 연구를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2.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실태2.1.

국내정보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성숙한 시장경쟁에서 존
속하고 발전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해 왔다(Jung et al., 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따르면 만 세 이상 인구의 가(2013) 3 78%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 대 연령층은 에 육박, 10 -30 99%
하는 놀라운 이용률을 보였으며 무선인터넷 이용실태조사보고서. ‘ ’
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시간 분이2 13
고 청소년은 평균보다 많은 시간 분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2 36
이용시간이 시간이 넘는 경우도 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3 30%
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인터넷. ‘2013
중독 실태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청소년의 로 전’ 25.5%
년도에 비해 늘어나는 등 일반 성인들의 인터넷 사용도 늘7.1%
어나고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변하였다 대부분‘ ’ .
의 직장인들은 출근과 동시에 컴퓨터를 켜 놓고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검색과 뉴스보기 메일과 카톡 보기 등으로 온종일 손,
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
어 가족과의 대화도 얼굴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형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 Kim(2014) ,
우 인터넷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필요한 활동에 선호되
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주요특징인 즉시성과 휴대성에 의한 것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 스마트폰 사용한 후에. 86.7%
생활이 많이 편리해 졌다고 답했으며 사용자의 는 아무런, 77.4%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가끔 확인한다고 답했다(KCC, 2013).

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점수에 따라Oh(2015)
분류한 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명 중에 명으로437 182

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시장경영진흥공단 상권활성화본부41.64% .
에 따르면 전통시장 정보화 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에 가맹(2012)

중인 전통시장은 전체 시장의 에 달하는 개의 시장이67.8% 1,018
사용가능하고 매출향상 및 고객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수유전통시장은 모바일 스마트폰 앱 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App)
경기도는 년 연말 사회적기업과 전통시장 알리기 캠페인2014 SNS
을 벌일 정도로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스마(Lee, 2015).
트폰 사용자 명을 대상으로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983

에 의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에 해당하는(NOISH, 1997) 18.8%
명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85 (Um et al., 2013).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와 발병원인2.2.

사람의 인체는 개의 척추와 골반 그리고 팔 다리뼈로 구성24 ,
되어 있으며 개 이상의 뼈를 근육이 잡아주고 있어서 형태를 유, 2
지하게 되는데 태어날 때는 아주 유연성을 가지며 모든 부분이,
잘 움직이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나 인간이 성장해 가면서 점차.
불규칙적인 생활방식과 무리하게 신체 일부를 단순 반복 형태로
사용함으로 인해 그 부분에 무리가 따르게 되고 마모가 발생할 뿐
아니라 변형되어서 잘 움직이질 못하거나 통증을 느끼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

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업무자세나 무리한 힘의 사용과 그리고 날,
카로운 면과의 신체적인접촉과 진동 및 온도변화 등의 요인에 의
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께 허리 상하지의 신경과 근, , , /
육 및 그 부분의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
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2007).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부자연스러운 동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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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근육 건 신경 등에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다양한, ,
부위가 이환될 수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될 경우 업무 수,
행이나 일상생활의 장애를 가져와 삶의 질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에 따르면 전 유럽의 근(NIOSH, 1997). Stephen(2014)
골격계 질환자는 만 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은 의 에4400 GDP 2%
달한다고 하였으며 결근자의 절반이 근골격계 질환자라고 하였다. .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은 성별 연령 등의 개인,

적 요인 작업환경 방법 설비 등의 작업관련요인 등으로 분류될, , ,
수 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근골(Jeong, 2010).
격계 질환 유병률을 로 산출하였다26.7% (Fejer & Ruhe, 2012).
일본의 연구에서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로 산출하15.4%
였으며 근골격계 통증과 삶의 질 지표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근(Nakamura et. al, 2011). NIOSH
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였으며 남성은 여성이38.37% , 28.8%,

로 여성이 높았으며 남녀모두 허리부위의 유병률이남성46.9% , (
여성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께남성 여13.2%, 25.1%) ( 9.7%,

성 무릎남성 여성 로 나타났다23.3%), ( 8.5%, 18.4%) (Choi, 2013).

기기 사용과 근골격계 질환발병 상관관계2.3. IT

<Table 1> 3 Step to cause Musculoskeletal Disorders
step Contents

1 pain & tired during work / no symptom after one night
not reduce work efficiency / continue certain time pain & recover

2
Pain from beginning of work / pain even after one night
Can not sleep due to feel hot / reduce work efficiency

Continue few weeks, few months -repeat worse & recover

3
Pain in rest time / Pain all the day

can not sleep due to pain / can not work / can not doing
other jobs

Source: Occupational Safety Authority(2007)

주 회 이상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빈도1 , 4
가 대에서 로 가장 높고 대 이상에서는 로 낮은20 68.1% 60 9.9%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컴퓨터 사용 빈도가 낮아진다

하루 시간 이상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는 경우(Choi, 2013). 4 ,
목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이 고정된 앞으로 구부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목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께나(Punnet & Wegman, 2004).
목 결림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이다 구부정한 자세를 오랜 시간동안 유지하게.
되면 앞쪽으로 볼록하게 굽어있는 정상 자형 목뼈가 일자형으로C
변형되는 거북증후군이 생기게 된다 목의 형태가 일‘ ’ (Yoo, 2010).
자목이 되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지고 목에 피로를 쉽
게 느끼며 어께나 등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며 목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계속적인 어께 통증이 나타나면 근육조직.
에 문제가 생겨서 근막동통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신경학‘ ’ .
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어께 뒷목 허리 등의 근육이 뭉쳐서 뻐, ,
근하고 쑤시는 증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근골
격계통의 부작용이다 블랙베리 증후군(Ko, 2012). (BlackBerry

은 엄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문자thumb) ,
메시지와 를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 엄지손가락을 반복적으SNS
로 움직이게 되어 엄지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George, 2011). Yoon et al.(2012)
용으로 발생되는 육체적인 건강문제로는 눈의 피로가 손목31%,
과 손가락의 통증 목과 어께 결림이 였으며 두통 기타, 15% 5%

로 나타났다 또 연구대상자의 가 신체적 통증이 일상생활2% . 65%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 육체적 부담. , ,
컴퓨터 사용빈도와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근골격계 증상이 있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환자의(Choi, 2013). Lim(2015)
발병율이 로 남성환자의 보다 높았고 대가 세72.8% 37.8% , 20 41
이상의 연령대 세 보다 근골격계 질환 자각 증상자가 더 높(41-60 )
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업계 및 중소상인들의 유증상자가.

로 중공업 종사자의 유증상자 보다 높게 나타나 힘84.6% 26.3%
든 일을 하므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사람의 신체활동을 제한하.
는 대표적인 질환으로써 노동생산성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질환이다 질환자들은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고용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큰 문제를 야기.
한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컴퓨터와 스마(Lee, 2014).
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인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야 될 것이다.

업무능률 저하2.4.

능률은 생산 활동의 기술적 유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절대능
률과 상대능률로 나누어지는데 절대능률은 산출량과 그 산출에 쓰
인 투입된 양과의 비로 정의된다 그러나 절대능률은 생산성이라.
는 용어로 가름되고 능률이라고 하면 보통표준과 실적을 대비하,
여 백분율로 나타내는 상대능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업무능률은 업무를 수행할 때 투입된 노력에(doopedia, 2016). ,
비례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다 능률을 높이.
는 것은 개인이나 소속된 집단이나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정보기술은 기업의 업무구조나 마케팅과 유통방식을.
바꾸어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
기술은 전통적인 기업 활동의 기본적인 제약사항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주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의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 또한 이를 도입한 기업이나 사용하는 개인에게도 큰 변화.
와 혁신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에서는 재고관리나 구매.
관리 배송관리 고객관리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인 것이다, , .
근골격계 질환은 사람들의 신체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질환으로써 산업생산성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질환이고,
업무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인간관계 및 장래성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와 임금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발현되는 긍정적인 직무만족은 조
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친조직적인 행동을 높이며, (Berger,

결근이나 이직가능성을 낮추며2013; Mukerjee, 2014), (Porter &
개인성과 및 조직생산성에 기여한다Steers, 1973), (Sousa-Poza,

2000; Long, 2005).

실증연구 설계3.

연구모형 및 가설3.1.

인류의 대 발명품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 할 정도로 현대3
생활에 있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
가능 할 정도가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없.
이는 외출 할 수 없으며 분실이라도 하는 날에는 며칠간 모든 연
락과 개인적인 일들이 마비 될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은 중요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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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가 되었다 통신판매원은 온종일 컴퓨터와 전화기에 매달.
려 일을 하고 있고 물류센터 직원들도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스마
트폰을 들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은 스마트. Yoon et al.(2011) “
폰 중독과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문제”
점을 지적하였고 은 근골격계질환 증상의 정량적 작업, Lim(2015) “
관련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 유병요인을 제시”
하였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통신판매 및 마케팅을 활용하기. SNS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계나 일반 사무실 직원도 출근과 동시에 컴퓨.
터 모니터를 켜 놓고 쳐다보게 되며 금융사 직원들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쳐다보며 마케팅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이들의 사용이 업무능률저하에 미치는 영향과
근골격계 질환 유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능률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델을 설정해 보았다

매개효과가설인 는도식하지않음Note: H4-1 H4-2

<Figure 1> Research Model

가설 장시간 기기활용은 근골격계질환 유발에 정 의< 1> IT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장시간 컴퓨터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 유발에 정< 1-1>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 유발에 정< 1-2>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장시간 기기활용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 2> IT
능력 저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장시간 컴퓨터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 2-1>
무능률 저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장시간 컴퓨터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 2-2>
무능률 저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근골격계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능률< 3>
저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장시간 기기활용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 4> IT
능률 저하 간을 근골격계질환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 4-1>
무능률 저하 간을 근골격계질환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
무능률 저하 간을 근골격계질환이 매개할 것이다.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3.2.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업무능률저하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장시간 사용에 따라 발병하는 근골격,
계 질환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과 업무능률저하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
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구성요인들에 대해 다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법과 면접원을 통한 직접 면접법 이메일을 통한 조사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년 월 두 달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2016 1-2 .

지는 총 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부를300 282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21.0 .
구성항목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을 분석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변수의 측정3.3.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 연Kim(2014)
구에서 사용하였던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각 개 항목으로 수정5
하여 사용하였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사항은 의 증상, NIOSH
기준을 적용하고 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지 요인을, Lim(2015) 5 25
개 항목으로 사용하여 점 척도로 사용하였고 근골격계로 인한 직5
무만족의 영향분석은 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으로 측Kim(2014)
정하였다.

연구결과4.

인구통계학적 특성4.1.

총 명의 답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와282 <Table 2>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Sub-variables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Female

140
142

49.6
50.4

Age

less than 20
30
40
50

more than 60

76
72
34
78
22

27
25.5
12..1
27.7
7.8

Continuous
service year

less than 5
10
15
20

more 20 year

93
72
30
53
34

33
25.5
10.8
18.8
11.9

신뢰도와 타당도4.2.

측정항목들의 내적일관성 확인을 위해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수들의 계수는 로 나타나 신뢰Cronbach 0.770 0.954α ∼
도를 확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개념신뢰도는 모든 변수들이 기.
준점인 보다 높았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도0.7 (C.R: 0.963 0.997),∼
기준점인 보다 모두 높아 타당도를 확보한0.5 (AVE: 0.867 0.933)∼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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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Variables Final
items

Cronbach
α

Construct
Reliability AVE

Using level of
Computer 5 .954 .978 .900

Using level of
Smart Phone 5 .895 .963 .845

Musculoskeletal
Disorders 25 .895 .997 .933

Decreased
Work Efficiency 6 .955 .975 .867

상관관계분석4.3.

변수들 간의 관계와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 결
과는 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컴퓨터<Table 4> .
활용 정도와 스마트폰 활용 시간이 길어지면 근골격계질환 유병률
과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능률 저하를 유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n=28)

1 2 3 4 5
1.Using level of Computer (.900)
2.Using level of Smart Phone .319** (.845)
3.Musculoskeletal Disorders .458** .176** (.933)
4.Decreased Work Efficiency .450** .192** .737** (.867)

Mean 3.74 4.19 3.41 3.92 4.27
Standard deviation 0.68 0.52 0.41 0.65 0.33

Note: ** p<.01, AVE marked in ( ).

가설검증결과4.4.

직접효과검증결과4.4.1.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시간 컴퓨터 활용 은 근골격계질환에 정, (B=.277, p<.01)
의 영향을 미치며 장시간 스마트폰 활용 또한(+) , (B=.138, p<.01)

근골격계질환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및 가설. < 1-1> < 1-2>
는 모두 채택되었다.
비록 가설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 중 어떤 기

기가 근골격계질환과 이로 인한 업무저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 ,
골격계질환 유발에는 장시간 컴퓨터 활용( 만이= .448, p<.01)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활용(+) ( 은 통계적= .033, p=553)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 ,
하에도 장시간 컴퓨터 활용( 만이 정 의 영향을= .432, p<.01) (+)
미치며 스마트폰 활용(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054, p=553)
않았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시 바.
른 자세나 규칙적인 휴식 등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
방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근골격계질환 은 업무능률저하에 강한 정, (B=1.171, p<.01)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도 채택되었다 즉(+) 3 . ,

근골격계질환은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매개효과 검증결과4.4.2.

근골격계질환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과 업무능률저하 간을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의 단계 매개회Baron & Kenny(1986) 3
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에 제시하였다<Table 5> .
매개효과 검증결과 장시간 컴퓨터 활용과 업무능률저하 간에

근골격계질환은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
은 채택되었다 한편 장시간 스마트폰 활용과 업무능률저하4-1> .

간에 근골격계질환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장시간 활용이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최. 4-2 .
근 스마트폰 활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able 5> Mediation effect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Independent(IV) Mediation(MV) Step Results R2 F

Using level of Computer

Musculoskeletal Disorders

1(β1) .458**

.559 177.081***
2(β2) .450**

3(β3,IV) .141**
3(β3,MV) .672**

Using level of Smart
Phone

1(β1) .176**

.548 168.821***
2(β2) .192**

3(β3,IV) .064n.s
3(β3,MV) .726**

Note: * p<.05, ** p<.01, R2 , Dependent variable is purchas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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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5.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5.1.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컴퓨터와 스
마트폰의 사용이 업무능률저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사하기 위
하여 설계 되었고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병요인,
이 되는지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에 대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조사자 중 의 현대인의 취. 25.9%
미생활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컴
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시간 합이 시간 이상이 명으로4 174 61.7%
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현대인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과거에 특별한 병력이나 다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이들의 사용시간이나.
이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은 본 연구. ,
를 통하여 과거에는 육체노동자들이나 고령자들의 질병으로 생각,
되었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작업의 힘들기에 상관없,
고 나이에도 상관없이 발병하는 현대인의 질환이라는 것으로 판,
명되었다 이는 대가 세 이상의 연령대 세 보다 근골격. 20 41 (41-60 )
계 질환 자각 증상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업종별로는 전자업계와
중소상인들의 유증상자가 로 중공업 종사자의 유증상자84.6%

보다 높게 나타난 의 연구나 건강보험공단의26.3% Lim(2015) ,
년 보고서와도 일치한다2015 .

특히 장시간 컴퓨터의 사용은 근골격계질환 유발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저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손에 들고 자세를 비교적 자유롭
게 움직이고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로 이동을 해 가면서 사
용하는 반면 고정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컴퓨,
터에 맞추기 위해 구부정하고 불안정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므로
인해 우리 신체에 무리를 주어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업무능률 저
하를 가져오게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 같다 사람들에게는 체형.
에 맞는 작업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작업 도중에 적당한
운동이나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우리 몸의 근육을 풀어주
고 바른 척추를 유지해 주므로 인해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이
로 인해 업무능률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 ,
이나 중소상점은 좁은 공간과 열악한 근무환경 신체에 맞지 않는,
작업대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이는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응대 시 밝은 표정을 유지.
할 수 없어 고객의 재 방문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
리국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신장이나 몸무게는 늘어
났지만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책걸상이나 작업대의 높이가 체형,
에 맞게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질병을 유발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 ,
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교육도 시
켜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당국에서 경영교육,
은 중요하게 여기고 독려를 하는 반면 건강교육의 중요성은 별로,
중요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 시. 100
대에 맞는 건강유지 교육 및 예방적인 교육을 시켜줌으로 인해 치
료에 들어가는 비용손실 및 노동손실로 이한 경제적비용 손실 예
방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가장 좋은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대중화로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대, 3

발명품에 속하지만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

라 육체적인 건강문제도 유발하여 개인과 사회와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5.2.

설문지 수거의 신속성과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는 지인들과
학계에서 받은 설문지 숫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 계층의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비교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는 좀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어느 항목이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하는 직접

적인 요인인가와 근골격계 질환으로 매개한 업무능률 저하로 인“ ”
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까지 확인하여 실제 사람들이 질
병을 피할 수 있는 방향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폭 넓은 지역과 여러 계층.
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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