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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low pain prevalence rate and factors 
affecting low back pain i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ethod: A descriptive relationship 
research design was utilized. The participants 
were 74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ho 
worked at fire stations in W and J cit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and August 2008 using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demographic 
factors, severity of low back pain using a 
visual analog scale, factors related to low back 
pain and health behavior, and BMI.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Results: 85.1%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xperienced low back pain. 
The mean score of low back pain was relatively 
low (M=4.0, SD=2.33).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low back pain were found to be age, 
marital status, exercise, hours of standing work, 
and BMI. These variables explained 35.1% of 
variance in low back pain (F=8.45, p<.001).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intervention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w back pain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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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

하여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되는 환자

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체계의 정

비와 발달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이 날로 증

대되고 있다(Uhm, 2003). 우리나라는 1991년 129에 

의한 응급환자정보센터의 가동을 시발로, 1995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성하고 응급환

자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05년 개정 법률 제 7545호)이 시행되었다. 이후 관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

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

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라 칭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Uhm, 2003). 

응급의료서비스의 업무는 병원전 현장 단계에서 환자

구조 및 기도확보와 유지, 외부 출혈의 지혈 및 창상

의 응급처치, 기본 심폐소생술과 이송 등의 환자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 

행위는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응급의

료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직무 수행시 나타나는 노동 강도

는 심폐소생술 시행시 1초에 1회 이상의 횟수(분당 

100회)로 흉부압박을 시행(Hwang & Lim, 2006)하는 

자세와 환자 구조 및 이송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활동이 많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Frymoyer, 1992). 이중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많은 

비중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요통이다(Hong, 2007). 

요통은 모든 성인의 약 60～80%에서 경험하게 되

며, 만성질환 중 노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사회가 산업화할수록 그 발병

이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Kim & Oh, 1998),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

용이 상당히 많은 질환이다(Vieira, Kumar, Coury, & 

Narayan, 2006). 특히 직업과 관련되어 나타난 요통은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직업병으로 이에 따른 경제

적 손실이 크므로 중요한 보건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

고 있다. 요통은 연령, 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비

만, 흡연, 염증 등의 신체적 원인,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같은 사회ㆍ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직업적 

특성, 활동 형태, 작업 형태에 따른 직업적 요인 등 

그 유발요인이 매우 다양하다(Lee, Wilbur, Kim, & 

Miller, 2008; Yoo, 1999). 그리하여 선행연구들은 요

통발생에 기여하는 요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Kim & Oh, 1998), 그 결과 공통요인으로 성, 연령, 작

업이나 활동형태, 생활습관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요통관련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한 Yoo(1999)에 

의하면, 연령층은 20～50대 사이로 40대의 중년기에 

가장 발병률이 높으며,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이나 힘

이 드는 작업, 단조로운 작업, 많은 보행, 서서 일하는 

작업 등의 활동형태가 영향을 미치고 흡연, 비만 등도 

관계가 높은 것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직업적 요인과 

요통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주부, 중년여성, 간

호사, 공중근무자, 버스 운전기사, 교직원, 산모, 산업

장 근로자, 외근직 소방공무원 등이 요통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Burdorf, Naaktgeboren, 

& De Groot, 1993; Ham, Seo, & Ahn, 2007; Hong, 

2007; Kwon & Kim, 1996; Nam, Yi, & Bae, 2002),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요통 유병율과 관련

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통의 발병특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따

라서 이 연구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

로 요통의 유병 실태 및 요통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추후 맞춤식 간호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은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기반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강원도 W시와 충북의 J시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요통 유병 실태와 관련요

인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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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한다.

•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요통 유병 실

태를 파악한다.

•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요통에 영향

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용어의 정의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05년 개정 법률 제 7545

호)이 시행되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

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이 연구에서

는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를 칭한다.

 요통

요부의 구조 및 주위조직의 기계적 압박이나 힘의 

불균형에 의해 초래된 병적 상태로 허리나 하지부분

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아픔을 호소하는 것으로, 실

제적 또는 잠재적 조직손상과 함께 경험되거나 그런 

손상의 견지에서 표현되는 기분 나쁜 감각과 불쾌한 

정서적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Casey, 1973). 이 연구에

서는 요통은 근ㆍ골격에 기인한 통증으로 Huskisson 

(1979)이 개발한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강원도 W시와 충북의 J시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요통 유병 실태 

및 요통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연구

(descriptive relationship research design)이다.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이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W시와 충북의 J시의 소방

서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구조사 전수

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74명이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감염, 면역, 자가 면역질환, 선천적 척추질환이 없

는 자

•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통증 척도와 요통 관련

요인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통증 척도

요통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각적 상사 척도

(Visual analog scale: VAS)를 활용하였고, 이는 

Huskisson(1979)이 개발한 것으로 1cm 간격으로 등급

이 되어 있는 10cm의 수평선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게 되어있다. 즉 왼쪽 

끝에는 “통증이 없다(0)”, 오른쪽 끝에는 “통증이 매

우 심함(1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통의 통증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요통 관련요인 측정 질문지

요통에 관련있는 요인으로 기존의 문헌고찰을 기반

으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인구사회학적요인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결혼) 5문항, 건강생활습관요

인(음주, 흡연, 운동) 3문항, 직업요인(업무시간, 서서

일하는 시간, 환자이송횟수, 10kg이상의 물건운반횟

수) 4문항, 요통 특성요인(동통기간, 동통빈도, 일상생

활 지장정도, 요통의 원인) 4문항, 신장, 체중의 총 1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요인과 신장, 체중의 측정

은 자기보고식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비만도(BMI)는 

신장과 체중의 측정값에 의해 ㎏/㎡으로 계산하는 것

으로 컴퓨터로 계산하였다. 비만도(Kang, Lee, Hong, 

Kang, & Jin, 2006)는 대한비만학회가 제정한 아시아 

성인 분류기준에 의해 18.5 미만 저체중, 18.5～22.9 

정상, 23～24.9 과체중, 25이상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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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M±SD Range

Social-demographica
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71 95.9
Female  3  4.1

Age (years) 21-30 16 21.6

36.40±5.59 24-51
31-40 42 50.0
41-50 15 20.2
51-60  1  8.2

Education High school 25 33.8 ·
College/University 49 66.2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7  9.5
Catholicism Christian 4  5.4
Buddhist 21 28.4
None 42 56.8

Marital status Unmarried 13 17.6
Married 61 82.4

Health Behavior Alcohol intake Yes 56 75.7
No 18 24.3

Smoking Yes 36 48.6
No 38 51.4

Exercise Yes 47 63.5
No 27 36.5

Job factor Working hours/day 15.42±6.83  6-24
Time(hour) of standing work/day  5.84±3.50  1-17
Number of patient's transfer/day  5.73±3.11  0-10
Number of lifting heavy objects(over 10kg)/day  6.28±4.40  0-20

Other BMI Low body weight (<18.5)
Normal (18.5～22.9)
Overweight (23～24.9)
Obesity (≥25)

5
28
19
22

 6.8
37.8
25.7
29.7

이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4월 20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소방서의 방호구조과장의 협조를 구한 후 

연구자가 직접 응급구조사에게 구조화된 질문지 배부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윤리

적 측면은 설문지에 응답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대상자를 보호하였고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연구 참여자의 사인을 

받은 대상자에 국한하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총 74부이었으며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

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은 기술 통계(실수와 백

분율, 산술평균)방법을 활용하였고, 요통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의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Enter method)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요인, 건강생활습관 및 비만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구대상자는 남

자(95.9%)가 대부분이며, 31～40세가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36.4세(SD 5.59)이었다. 교

육정도는 대졸이 49명(66.2%), 고졸 25명(33.8%)이며, 

종교는 불교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각각 

21명(28.4%), 42명(56.8%)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

가 61명(82.4%)으로 대부분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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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w back pain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M±SD Range

Incidence of 
low back pain

Yes 63 85.1
No 11 14.9

Onset of illness
(years)

<1 33 44.6
1～4 14 18.9
5～9 10 13.5
10～14  6  8.1
≥15  0  0.0

Incidence of pain Continuous all day 19 25.7
Worse in morning  1  1.4
Worse in afternoon  4  5.4
Progressively worse  1  1.4
Irregular 38 51.4

Degree of 
inconvenience to
daily-life

None  2  2.7
Low 38 51.4
Moderate 13 17.6
High 10 13.5

Occurrence of 
low back pain

Position during CPR**  4  5.4
Patient's rescue/transfer 49 66.2
spontaneous  1  1.4
Exercise deficit  1  1.4
Bad life habits  8 10.8

Intensity of low back pain 4.00±2.33 0-8
 * Excluded no low back pain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요인과 관련하여 음주를 하

는 대상자가 56명(75.7%)이고, 반수 이상이 금연

(51.4%)을 하고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

자가 47명(63.5%)이었다. 직업요인으로 하루 업무시간

과 하루 중 서서일하는 시간은 각각 평균 15.4±6.83

시간, 5.8±3.5시간이며 환자이송횟수와 10kg이상의 물

건 운반횟수의 평균은 각각 5.7±3.11회, 6.3±4.4회이었

다. 환자이송과 10kg이상의 물건운반의 횟수의 범위

는 하루 0회에서 10회, 0회에서 20회로 개인별로 상당

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비만도(BMI)의 경우, 정상 

군 37.8%, 과체중과 비만 55.4%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요통 유병 실태

대상자의 요통 유병 실태로 요통이 있는 응급구조

사가 63명(85.1%)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요통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통 진단은 1년 미만

인 경우가 33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통증 지속 

정도는 불규칙하다는 응답이 반수정도(51.4%)를 차지

하였으며, 요통으로 인한 생활의 지장 정도는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51.4%). 요통 

발생 원인으로 과반수이상(66.2%)이 환자 구조 및 이

송으로 인한 것이라 대답하였다. 요통을 경험한 대상

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 정도는 평균 4±2.33점이었

으며 0에서 8점의 범위를 나타냈다<Table 2>.

대상자의 요통 관련요인

응급구조사의 요통과 관련 있는 예측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연구대상자 중 심폐소생술의 자세와 이송

업무로 요통이 발생되었다고 호소한 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상태), 건강생활습관

요인(음주, 흡연, 운동), 직업요인, 비만도를 중심으로 

Enter 방식의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상에서 제시된 13가지 특성이 요통 발생을 설명하

는 정도는 35.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45, p<.001). 투입된 변수 중에서 연령(β=.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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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ors for low back pain                                                           (n=53)

Independent variable β t p

Gender (1: male, 0; female)  .23  .90 .38
Age (years)  .12  .79 .03
Level of Education (1; high school, 0; college or more) -.31 -1.32 .20
Religion (1; yes, 0; no) -.35 -2.10 .05
Marital status (1; married, 0; unmarried)  .35 2.12 .02
Alcohol intake (1; yes, 0; no) -.10 -.92 .98
Smoking (1; yes, 0; no) -.22 -.02 .65
Exercise (1; yes, 0; no) -.25 -7.90 .00
Working hours/day  .12  .65 .55
Time(hour) of standing work/day  .15 2.70 .02
Number of patient's transfer/day  .17 1.43 .62
Number of lifting heavy objects(over 10kg)/day 1.02  .08 .94
BMI (1; more 25, 0; less 25) *  .50 3.46 .00
R2  .351 .00

* Excluded low body weight

p<.05), 결혼상태(β=.35, p<.05), 운동여부(β=-.25, 

p<.05), 서서 근무하는 시간 (β=.15, p<.05), 비만도(β

=.5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연령이 높

을수록, 결혼을 한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서

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비만 할수록 요통 호

소 및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를 대

상으로 요통 유병 실태 및 요통 관련 요인들을 분석

하였다.

요통을 경험한 응급구조사는 63명(85.1%)으로 대다

수의 사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는 일반 인구 집단의 요통발생률이 50～80%(Cheong 

& Kim, 2001)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특히 소방공무원 중 구조, 구급 대원에게서 각각 

84.6%, 80.6%에서 높은 요통경험이 있음을 보고한 

Hong(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요통을 경

험한 응급구조사의 주관적 동통정도는 10점 척도에서 

평균 4±2.33점을 나타나 보통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하여 요통 점수를 측정한 연구가 극히 

제한되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여 이와 유사한 직종

인 구조ㆍ구급을 담당하는 소방관의 요통점수와 비교

하였다. Hong(2007)의 소방공무원를 대상으로 60점 

척도로 측정한 주관적 통증 정도는 평균 24점으로 이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요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Jin과 Lim(2008)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

반적인 만성 요통환자들이 경험하는 통증정도를 측정

한 결과 5.8±2.22점이며, Yu(2006)의 종합병원 중환자

실 간호사의 통증정도는 평균 5.8±1.8점이라는 점을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는 대상자 및 직종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

다. 그러나 추후 응급의료종사자의 요통정도를 비교

하기 위해서는 추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대상자

수와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뒤따라야 할 필요

가 있겠다.

요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β=.12), 결

혼상태(β=.35), 운동여부(β=-.25), 서서 근무하는 시간

(β=.15), 비만도(β=.5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는 요통의 공

통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Göhner & Schlicht, 2006; 

Ham et al., 2007; Hyun, 1998; Moon, Back, Kim, & 

Park, 1996; Suen, Wong, Chung, & Yip, 2007; Yoon, 

Sun, & Han, 1999). Hong(2007)과 Park(2001)의 연구

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요통 경험

이 80%이상으로 증가하여 나타남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에서도 연령과 비례하여 직무기간이 늘어남

에 따라 요통유병을 더 호소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

었다. 기존 Yoo(1999)의 요통에 대한 고찰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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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태와 요통과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기혼자의 발생과 연관지어 생

각해볼 수 있겠다.

또한 요통의 발생과 관련있는 요인으로 하루 중 서

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요통 유병률이 증가하

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요통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이 응답한 요통 발생 원인으로 과

반수이상 지적하는 것은 환자 구조 및 이송(66.2%)으

로 인한 것이라 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Hong 

(2007)의 소방공무원의 직무유형별 요통 발생원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운반용 들것

에 환자를 싣고 이동하거나 계단 및 들것 운반이 곤

란한 공간에서 서있는 자세에서 환자를 운반하게 되

므로 신체부하가 누적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무거운 것

을 드는 작업횟수나 힘이 드는 작업과의 연관성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좀 더 다양한 지역과 많은 

연구대상자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 연구에

서 유의할 만한 사실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송하

는 요인보다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작업 자세로 인

해 요추부에 걸리는 압력이 1.4배 이상 증가(Cheong 

& Kim, 2001)되어 요통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건강생활습관과 관련하여 비만할수록 요

통 호소가 많았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

(Deyo & Bass, 1989; Ham et al., 2007; Park, 2001; 

Yoo, 1999)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비만정도와 요통 

발생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Nam et al., 2002; Yoo, 1999).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요통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

(Cheong & Kim, 2001; D'Arcy, 2006; Leino, 1993; 

Rainville et al., 2004)와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상태가 요통과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흡연양이 

많고 흡연기간이 길수록 요통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한 

연구(Deyo & Bass, 1989)가 있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통과 관련된 요인이 연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Frymoyer(1992)는 산업 재해로 인한 요통환자의 효

과적인 치료를 위해 먼저 만성화 인자의 감소를 위한 

교육과 작업 환경의 개선, 취업전 평가와 육체적 적

합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응급의료종사자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요통은 결국 일의 효율성을 감소

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므로 병원전 응급

의료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응

급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작업성 요통에 대한 정확

한 기전과 원인 그리고 예방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회복의 극대화와 재발의 방지를 위

한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론 및 제언

응급의료종사자는 병원전 현장에서의 환자구조 및 

응급처치, 이송 등의 응급의료체계에 기여하는 중요

한 역할과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의 하나는 요통이

며, 만성요통은 완치되지 않는 증후로서 응급의료종

사자의 업무 수행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중 가장 

다수인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요통 유병 실태 및 요

통 관련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

상자의 요통 유병률은 85.1%이며, 발생 원인으로 환

자 구조 및 이송(66.2%)으로 인한 것이라 답하였다. 

주관적인 통증 정도는 평균 4±2.33점으로 보통 수준

이었으며, 요통 관련 요인으로는 연령(β=.12), 결혼상

태(β=.35), 운동여부(β=-.25), 서서 근무하는 시간(β

=.15), 비만도(β=.5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p<.05).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종사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요통 유병율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요통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

인의 파악을 통해 추후 개별화된 맞춤식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타지역의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요통 

유병 실태 및 요통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요통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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