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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형 책가방 사용습관이 아동의 근골격계 통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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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extent of backpack use and incidence of musculoskeletal 
pain,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backpack use and musculoskeletal pain. Metho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in one elementary school and one middle school in D city. Participants were 273 
children, aged 12-14, who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Body weight, height, and backpack weight 
of participants were measured. Results: Mean backpack weight was 3.78 Kg and relative backpack weight (RBW) 
was 7.42%. Of backpack users, 23.8% carried more than 10% of their RBW and 9.2% carried more than 15%. 
Only 44.3% organized the contents in their backpack correctly. For more than three fourth of the students (76.2%), 
the bottom of backpack in the standing position drooped more than 10 cm below the waistline, and 46.3% 
complained of musculoskeletal pain. Use of a waist bel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musculoskeletal pain. 
Conclusions: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school children were not following guidelines for safe backpack use.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backpack use and musculoskeletal pain in this study was not significant, the fact 
that 46.3% of the students experienced musculoskeletal pain is very meaningful information.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of musculoskeletal pain amo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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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책가방으로 배낭형 

가방의 사용은 일반적이다. 배낭형 가방은 적절하게만 사용된

다면 우리 신체에서 가장 강한 근육인 등과 복근이 무게를 

지지하며 그 무게가 신체에 골고루 분포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좋은 형태의 가방으로 추천되고 있다

(Dale, 2004). 그러나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2003)에 따르면 성장기 아동이 배낭형 가방

이 너무 무겁거나 사용방법이 부적절할 경우 근육과 관절을 

손상시켜 등, 목,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세변형

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신의 체중의 

10-15% 이상되는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경우 폐용량

이 감소되고,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고개가 숙여지는 현

상 등 자세와 보행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

이 지속되면 척추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근골격계

의 통증과 척추의 구조적인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Brackley & 

Stevenson, 2004; Cottalorda, Bourelle, & Gautheron, 2004; Jo, 

2001; Rateau, 2004).

미국의 경우 소비자 생산품 안전 위원회는 2000년 병원 응

급실, 외래 등에서 치료받은 사례 중 13,260 건의 상해가 배

낭형 가방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AAOS], 2004). 이렇듯 책가방 

관련 상해로 인해 근골격계의 통증, 체형의 부정적인 변화 등

이 보고되면서 학생, 부모, 보건교사, 건강관련 전문가들은 배

낭형 책가방 잘못된 사용이 근골격계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Mackenzie, Sampath, Kruse, 

& Sheir-Neiss, 2003; Rateau, 2004).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이 

아동의 가방의 무게와 요통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역학

적 조사연구 또는 중재연구를 통해 배낭형 가방이 아동 요통

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Goodgold et al., 

2002; Navuluri & Navuluri, 2006; Sheir-Neiss, Kruse, Rahman, 

Jacobson, & Pelli, 2003; Siambanes, Martinez, Butler, & 

Haider, 2004; Skaggs, Early, D'Ambra, Tolo, & Kay, 2006).  

Sheir-Neiss 등(2003)은 12-18세의 청소년 1,126명을 대상으로 

배낭형 책가방 사용과 요통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요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며, 교내에서

도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은 이제 세계적인 아동기의 건강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

서 교사, 보건교사, 아동간호사 및 건강관련 전문가들은 배낭

형 책가방 사용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배낭형 책가

방 사용과 관련된 상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과 부모를 

교육시켜야 한다. 미국소아과학회(AAP, 2003), 정형외과학회

(AAOS, 2004), 작업치료학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AOTA], 2002),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협회(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ACA], 2006)에서는 안전한 가방의 사

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강의, 포스터, 비디오 등을 통해 

안전한 가방의 사용에 대한 대중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교육을 제공한 후 가

방의 안전한 착용에 대한 이행율 및 자세향상 등에 대한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Feingold & Jacobs, 

2002; Goodgold & Nielsen, 2003).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배낭형 

가방을 사용하고 있지만(Kim, 2006; Jung, 2006; Jung, Jeong, 

& Park., 2005), 배낭형 가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내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학생들의 가방무게와 근골격

계 통증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몇 몇 연구자들

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책가방 무게가 보행에 미치는 

영향(Jo, 2001), 책가방 무게와 근골격계 통증과의 관련연구들

이 이루어져 왔다(Jung, 2006; Jung et al., 2005). 그러나 선행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책가방의 무게와 근골격계 통증에만 초

점을 두었을 뿐, 안전한 책가방 사용방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

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연구가 

초등학생만을 대상자로 포함하였을 뿐, 급성장기이며 근골격계 

통증을 유병률이 높은 중학생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기 아동들의 배낭형 책가방 사용습

관과 근골격계의 통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본 연

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추후 성장기 아동, 학부모, 그리

고 교사를 위한 안전한 가방 사용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책가방 사용습관을 파악한다.

• 아동의 근골격계 통증을 파악한다.

• 아동의 배낭형 책가방 사용습관과 근골격계 통증과의 관계

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아동의 책가방 사용습관과 근골격계 통증과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

교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각 2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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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학교 1학년 4개반을 임의로 선정하여 선정된 반 학

생 전수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초등학생 117

명, 중학교 167명 이었다. 이들 총 284명 중 등하교시 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의 유형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96.1%(n= 

273)가 배낭형 가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9%가 휠

팩(n=5, 1.8%), 가로 질러 메는 가방(n=4, 1.4%), 손으로 드는 

가방(n=2, 0.7%)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낭형 

책가방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273명을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안전한 가방 

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가방안전 관련 학회 및 

인터넷 사이트(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3; 

Backpack Safety America: www.backpacksafe.com;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Nurses: http://www.nasn.org)를 통해 얻

은 정보, 그리고 Fairbank, Pynsent, van Poortvliet와 Phillips 

(1984)가 청소년들의 요통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

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연구자들이 개발하였

다. Fairbank 등(1984)이 사용한 도구는 같은 날 재검사시 

99%, 6개월 이후 84%의 일치율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Olsen et al., 1992). 설문지는 총 28문항으로,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관한 7문항, 책가방 사용에 대한 정보 17문항(책

가방의 종류, 가방의 선택방법, 가방을 챙기는 방법, 가방을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통증관련 특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D시 보건교사 협의회 회장에게 연락

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여 보건교사 회장이 대

구지역 보건교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다. 무작위로 선택된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보건교사에게 연구자가 전

화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와 관련 교육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다음으로 보건교사가 학교장에

게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조사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과 보건교사에게 자료수집 절차를 설명하고 

다시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담임교사 또는 과목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

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알려진 위험요인이 없음과 

참여는 자발적이며, 연구도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다면 언제든

지 연구에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작성한 설문지를 제출한 후 일렬로 나와서 

체중, 키, 가방무게, 가방의 폭, 등판의 폭, 가방메는 위치, 그

리고 가방 끈의 폭을 측정하였다. 먼저 학생은 교실에서의 일

상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잠바나 코트와 같은 자켓 그리고 

신발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 가방을 메고 체중을 재고 그 다

음에는 가방을 벗고 체중을 측정한 후 키를 재었다. 그 다음

으로 가방이 허리 밑으로 내려온 길이, 가방끈 폭, 등판 폭, 

가방 폭을 측정하였다.  측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지우개)을 주었으며, 자료수집을 모

두 마친 후 전체 학생들에게 올바른 자세와 안전한 가방 사

용법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학교의 보건교사의 협조 하에 간호학과 3학

년 학생 6명과 조교 1명, 교수 1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측

정이 필요한 자료수집 시에는 간호학과 학생 2인이 1조가 되

어 진행하였다. 측정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수

집원에게 설문지를 미리 숙지하도록 하였고, 키, 체중, 가방무

게, 가방의 폭, 등판의 폭, 가방 메는 위치 등의 측정기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예행연습을 하였다.

자료분석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배낭형 책가방 사용습관, 그리

고 근골격계 통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배낭형 책가방의 사용습관과 근골격계 통증간의 관계는 χ2 

검정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3.40세(SD=0.79)였으며, 최저 12

세에서 최고 14세 였다.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18.7%(n= 

51), 6학년이 20.5%(n=56),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60.8% 

(n=166) 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83.5%(n=228)였고, 여학생이 

16.5%(n=45)로 남학생이 많았다. 건강상태는 ‘좋다’, ‘매우 좋

다’로 응답을 한 대상자가 전체의 63.4%(n= 173), ‘그저 그렇

다’가 32.2%(n=88), 그리고 ‘나쁘다’, ‘아주 나쁘다’라고 응답

을 한 대상자가 4.4%(n=12)였다.

연구대상자들이 등교시 걸리는 시간은 1일 평균 17.14분

(SD=10.11)이었으며, 밖에서 놀이나 운동을 하는 시간은 1주일

에 약 2시간 정도(127.11분/주), 그리고 실내에서 놀이나 운동

을 하는 시간은 약 3시간 이상(196.90분/주) 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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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3)

Variable Category n(%) M(SD) Range

Age (Year) 13.40(0.79) 12-  14
Grade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51(18.7)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56(20.5)
1st grade in middle school 166(60.8)

Gender Male 228(83.5)
Female  45(16.5)

Health status Very good  56(20.5)
Good 117(42.9)
Fair  88(32.2)
Poor   5( 1.8)
Very poor   7( 2.6)

Commuting time to school (min/day)  17.14( 10.11)  1  -60
Outdoor activity (min/wk) 127.11(122.55)  0- 660
Indoor activity (min/wk) 199.90(163.76)  0-1,200

<Table 2> Safe backpack use (choose right)                                                                   (N=273)

Variable Category n(%) M(SD) Range

Purchase priority Convenience 186(21.8)
(Base= 852) Design 159(18.7)

Color  67( 7.9)
Size 149(17.5)
Safety  74( 8.7)
Brand 100(11.7)
Parent's opinion 106(12.4)
Other  11( 1.3)

Number of compartment 4.95(2.15) 1-12
Padded shoulder straps Yes 219(80.2)

No  54(19.8)
Width of shoulder strap(cm) 6.29(1.56) 3.5-6.2
Over 4cm Yes 270(98.9)

No   3( 1.1)
Padded back Yes 195(71.4)

No  78(28.6)
Relative width of backpack＋ ≤ 75% 109(39.9)

≥ 76% 164(60.1)
Waist strap Yes  65(23.8)

No 208(76.2)
＋ (Width of Backpack/Width of Back) × 100

배낭형 책가방 사용습관

배낭형 책가방을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배낭형 책가방을 등하교 시 책가방으로 주로 사용한다

고 응답한 273명을 대상으로 가방의 선택 방법, 가방을 챙기

는 방법, 가방을 착용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책가방 선택

연구대상자들이 책가방을 구입할 때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선택(choose right)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

았다. 대상자들이 책가방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은 편리성(n= 

186명)이었으며, 디자인, 크기, 부모님의 의견, 상표 순으로 우

선순위가 높았으며, 그 다음이 안전, 색깔로 나타나, 책가방 

선택시 안전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배낭형 가방에는 평균 4.95개(SD= 

2.15)의 주머니가 있었으며, 80.2%가 어깨끈에 패드가 되어 

있었으며, 어깨끈의 평균 넓이는 6.29cm(SD=1.56)였다. 가방

의 어깨끈 넓이는 98.9%의 학생에 있어서 4cm 이상이었다.  

등판에는 71.4%가 패드가 되어 있었으며, 가방의 크기를 조사

했을 때 가방의 크기가 등판 넓이의 76% 이상인 경우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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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fe backpack use (pack right)                                                                     (N=273)

Variable Category n(%) M(SD) Range

Backpack weight (Kg) 3.78(2.65) .30-16.00
Relative Backpack Weight (RBW)* 7.42(5.31) .68-32.65
RBW less than 10% Yes 208(76.2)

No  65(23.8)
RBW less than 15% Yes 248(90.8)

No  25( 9.2)
Packing heavy things Both   4( 1.5)

Front   8( 2.9)
Back 121(44.3)
Middle   9( 3.3)
Careless 131(48.0)

Self-perceptions of backpack weight Light 64(23.4)
Fair 73(26.7)
Heavy(1time/wk) 41(15.0)
Heavy(2-3times/wk) 64(23.4)
Heavy(4-5times/wk) 31(11.5)

Current backpack weight Same as usual 154(56.4)
Heavier than usual  51(18.7)
Lighter than usual  68(24.9)

Use of compartment Always  38(13.9)
Frequently  93(34.1)
Sometimes 104(38.1)
Rarely  30(11.0)
Never   8( 2.9)

Locker Have 271(99.6)
      Use always 211(77.9)
      Use rarely  60(22.1)
Not have   1( 0.4)

* RBW=(Backpack wt / Body wt) × 100

의 60.1%(n=164)나 되었다. 허리벨트가 있는 가방을 가진 학

생은 대상자의 23.8%(n=65) 뿐이었다.

 책가방 챙기기

연구대상자들이 가방을 챙길 때 얼마나 안전을 고려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책가방의 평균무게는 

3.78Kg(SD=2.65)으로 체중의 7.42%(SD=5.31)였으며, 책가방 

무게가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학생이 전체의 23.8%, 그리고 

15%를 초과하는 학생은 전체의 9.2%로 나타났다. 가방에 물

건을 넣을 때 무거운 것을 넣는 위치를 조사했을 때 48.0% 

(n=131)의 대상자가 아무렇게나 넣은 것으로 보고했으며, 단

지 44.3%(n=121)의 대상자만이 무거운 것을 등판 쪽으로 배

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신들의 가방이 ‘대부분 가볍다’라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23.4%(n=64)였으며, 26.7%(n=73)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으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무겁다’라고 응답을 한 대상자는 

15.0%(n=41), ‘일주일에 2-3번 정도 무겁다’라고 응답을 한 대

상자는 23.4%(n=64), ‘일주일에 4-5번 정도 무겁다’라고 응답

을 한 대상자는 11.5%(n=31)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56.4%(n= 

154)가 현재 가방의 무게가 평소와 비슷하다고 응답을 하였으

며, 18.7%(n=51)가 평소보다 무겁다, 그리고 24.9%(n=68)가 

평소보다 가볍다고 응답하였다.

책가방에 물건을 넣을 때 주머니를 항상 또는 자주 사용하

는 대상자는 48.0%(n=131)였고, 38.1%(n=104)는 때때로 사용

하는 것으로 그리고 13.9%(n=38)는 거의 또는 한 번도 사용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

(99.6%)이 사물함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77.9%는 ‘잘 사용한다’, 22.14%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책가방 착용하기

연구대상자들이 책가방을 멜 때 얼마나 안전하게 메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책가방을 멜 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97.8%, n=277) 양쪽 어깨에 메었으며, 1.1%는 한 

쪽 어깨에 나머지 1.1%는 한 손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가방에 허리벨트가 있는 대상자 중 단지 36.9%(n=24)만이 허

리벨트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배낭형 가방을 

멜 때 가방이 허리 아래에서 10cm 보다 더 아래로 처지게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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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sculoskeletal pain related to wearing mode                                                       (N=273)

Variable Category n(%) M(SD)

Presence of pain Yes 126(46.3)
No 146(53.7)

Site of pain Neck  28(22.4)
Shoulder  45(36.0)
Back  21(16.8)
Neck & shoulder  10( 8.0)
Neck & back    3( 2.4)
Shoulder & back    6( 4.8)
Neck & shoulder & back  12( 9.6)

Intensity of pain 3.75(1.86)
Suspecting backpack as an aggravating factor Yes  38(30.4)

No  87(69.6)

는 학생이 76.2%(n=208)나 되었다.

<Table 4> Safe backpack use (wear right)       (N=273)

Variable Category n(%)

Wearing mode One shoulder   3( 1.1)
Both shoulder 277(97.8)
Hand carry   3( 1.1)

Use of waist strap Use  24(36.9)
Not use  41(63.1)

Hanging of backpack －10cm  65(23.0)
from waistline > 10cm 208(76.2)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 통증

연구대상자의 46.3%(n=126)가 목, 어깨, 또는 허리에 통증

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통증 빈도가 높은 

부위는 어깨, 목, 허리 순이었고, 2군데 이상의 부위에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자가 24.8%(n=31)였다. 통증정도는 통

증이 전혀 없는 경우를 0, 아주 심한 경우를 10점으로 볼 때 

평균 3.75점(SD=1.86)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배낭형 책가방이 

통증의 원인이거나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대상자는 30.4%(n=38)였다<Table 5>.

배낭형 책가방 사용습관과 근골격계 통증간의 관계

배낭형 책가방 사용습관 변수 중 일부 변수(주머니의 수, 

어깨끈의 넓이, 가방의 무게, 가방의 무게에 대한 자신의 인

식, 평소와 비교시 현재 가방의 무게)는 변수 특성상 또는 분

석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

다. 예를 들어 가방의 무게나 RBW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증

유무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없고, 어깨끈의 넓이

의 경우 98.9%가 4cm 이상되는 넓이의 것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4cm 미만의 집단과 통증 유무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

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의 배낭형 책가방 사용습관과 근골격계 통증 

유무 간의 관계는 <Table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다른 배낭

형 책가방 사용습관은 근골격계 통증 유무와 유의수준 0.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허리벨트 사용 유무만이 근골격계 통증 유무와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χ2=5.355, p= .021). 

즉 배낭형 책가방 착용시 허리벨트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9.4%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반면, 벨트를 사용하지 않

는 대상자는 35.9%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배낭형 책가방 사용 습관을 살펴본 

결과, 가방의 선택방법, 챙기는 방법, 착용하는 방법 등에 있

어서 안전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배낭형 가방을 선택할 때 안정성 보다는 편리성, 

모양, 크기, 부모님의 의견, 상표 등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방의 크기가 자신의 신체 크기에 비해 

너무 큰 것을 가진 학생이 60.1%나 되었으며, 무게를 더 골

고루 분산하기 위해 필요한 허리벨트를 가진 가방을 가진 경

우는 23.8% 뿐이었고, 어깨끈에 패드가 없는 경우가 19.8%, 

등판에 패드가 없는 경우가 28.6%이었다. 따라서 배낭형 가방

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방 선택방법에 대한 학생과 부모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방의 평균무게는 3.78Kg이었으며 이

는 체중의 7.42%로 이는 AAP(2003)의 이상적인 가방무게에 

대한 지침의 범위인 10-15%이하의 무게로, 평균적으로 가방

의 무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내 

Kim(2006)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7.85%, 

그리고 미국에서 11-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7%(Skaggs et al., 2006)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지만,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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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ationship between backpack use habit and musculoskeletal pain

Variables Category
Musculoskeletal pain

χ2 p
Yes No

Padded shoulder straps Yes 103(37.9) 115(42.3) 0.377 .539
No 23(8.5) 31(11.4)

Padded back Yes 88(32.3) 106(39.0) 0.252 .616
No 38(14.0) 40(14.7)

Relative width of backpack＋ ≤ 75% 48(17.6) 60(22.1) 0.254 .614
≥ 76% 78(28.7) 86(31.6)

Waist strap Yes 29(10.7) 35(12.9) 0.034 .853
No 97(35.7) 111(40.8)

RBW less than 10% Yes 100(36.8) 108(39.7) 1.093 .296
No  26( 9.6)  38(14.0)

RBW less than 15% Yes 119(43.8) 128(47.1) 3.717 .054
No   7( 2.6)  18( 6.6)

Packing heavy things* Right 58(21.3) 62(22.8) 0.349 .555
Wrong 68(25.0) 84(30.9)

Use of compartments** Use well 65(23.9) 65(23.9) 1.354 .245
Not use well 61(22.4) 81(29.8)

Locker use Use always 96(35.6) 115(42.6) 0.071 .789
Use rarely 28(10.4)  31(11.5)

Wearing mode*** One shoulder  2( 0.7)   1( 0.4)  .876 .839
Both shoulder 123(45.2) 143(52.6)
Hand carry   1( 0.4)   2( 0.7)

Use of waist strap Use  6( 9.4) 17(26.6) 5.355 .021
Not use 23(35.9) 18(28.1)

Hanging of backpack from waistline -10cm 28(10.3)  37(13.6)  .362 .547
> 10cm 98(36.0) 109(40.1)

  ＋ (Width of Backpack/Width of Back) × 100
  * Recoded as back= right; both, front, middle, careless= wrong
 ** Recoded as always, frequently= use well; sometimes, rarely, never= not use well
*** Fisher's exact test

을 대상으로 실시한 Jung(2006)의 연구에서 13.3%, Jung 등

(2005)의 연구에서 12.3%보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이탈리아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책가방의 무게가 체중의 거의 17-40%에 

달했던 것과(Cottalorda et al., 2004; Mackenzie et al., 2003) 

비교할 때는 가방의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책가방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은 데는 여러 가

지 요인이 작용을 했겠지만 그 중 한가지로 사물함의 사용률

이 높았던 점을 들을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99.6%가 사

용가능한 사물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 77.86%가 사물

함을 잘 사용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는 미국에서 

11-14세 학생 1,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Skaggs et al., 

2006)에서는 사물함 사용이 가능한 대상자가 학교별로 0-44%

뿐이었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사물함이 각 교실에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수업

이 없이 거의 한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상 

서랍이나 사물함의 활용이 잘되어 굳이 가방에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환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 이동수업

이 많고 사물함이 따로 분리된 장소에 배치되어 사물함 사용

이 짧은 쉬는 시간에 이루어질 때 장소가 붐빈다든가, 어떤 

학교는 교내폭력의 예방 전략으로 사물함의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으므로(Goodgold et al., 2002) 사물함의 사용에 제한

점이 있다는 환경적 차이가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가방의 무게가 자신의 체중을 10% 이상 초

과하는 학생이 23.8% 그리고 15% 이상 초과하는 학생이 

9.2%로 약 1/4의 학생이 자신의 체중의 10% 이상이 되는 무

게의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Kim(2006)의 연구에서 체중의 15%를 초과하는 무게를 들고 

다니는 학생이 3%였던 것 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65.4%의 학생이 자신의 체중의 10% 이상 되는 가방을 메고 

등교, 15% 이상 되는 가방을 메는 학생은 25.8%로 보고한 

Jung(2006)의 연구보다는 적은 비율이었다. 미국의 많은 보건

의료단체에서(AAP, 2003; AOA, 2004; AOTA, 2002) 책가방

의 무게가 체중의 10-1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그리고 미

국 카이로프랙틱 협회(ACA, 2006)나 Moore, White와 Moore  

 (2007)는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안전한 가방 사용 지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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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공시에 가방 무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가방을 멜 때는 97.8%가 양쪽 어깨에 메는 것으로 나타나, 

Siambanes 등(2004)의 연구에서의 85%, Goodgold 등(2002)의 

연구에서의 80%, 그리고 Kim과 Kim(2007)의 연구에서 90.6%

보다 안전하게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76.2%는 허리선 아래에서 10cm 이상으로 가방을 늘어뜨려 

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Kim(2006)의 연구에서 85%

의 학생이 책가방을 허리선에서 10cm 이상 내려오도록 메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허리벨트를 사용

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가방에 허리벨트를 가지고 있는 대상

자의 36.9% 뿐으로 허리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배낭형 책가방 착

용시 허리벨트를 하는 대상자가 허리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골격계 통증을 많이 호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벨트 사용유무가 근골격계 통증유무

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배낭형 

책가방 착용시 허리벨트가 있는 가방을 선택하도록 권장하는 

AAP(2003)와 Backpack Safety America(http://www.backpacksafe. 

com/)등의 안전한 가방의 사용에 대한 지침의 내용에 의해 지

지되는 결과이다. 이들 지침에는 배낭형 책가방이 허리 아래 

10cm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메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낭형 책가방 착용시 어깨로부터 몸통, 엉덩이까지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키고 가방을 편안하게 착용하기 위해 허리벨트

의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낭형 책가방의 안전사용

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허리벨트 사용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에서 학령기 및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안전한 가방사용

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Goodgold & Nielsen, 

2003), 안전한 가방사용과 관련된 지식이 증가하고 가방사용

에 대한 건강증진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점 

그리고 본 연구결과 배낭형 책가방 사용시 안전지침이 잘 지

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한 배낭형 책가방 

사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에서

도 배낭형 책가방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한 대상자는 

46.3% 였으며, 가장 흔한 통증부위는 어깨였으며 목, 허리 순

으로 나타났으며, 30.4%가 배낭형 가방의 사용을 통증의 악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국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Jung 등(2005)의 연구에서 책가방 사용과 관

련하여 통증을 경험하는 학생이 44.1%였던 것 그리고 Jung 

(2006)의 연구에서 등교시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이 41.5%, 허리에 통증을 경험한 학생이 6.3%와 그리고 

Siambanes 등(2004)의 연구에서 41.3%가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 통증 경험한다고 보고한 것 그리고 Skaggs 등(2006)의 연

구에서 37%가 요통을 경험한다는 그리고 이들 중 41%가 배

낭형 책가방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

과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배낭형 책가방 사

용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에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Balagué, Troussier, & Salminen, 

1999; Harreby, Neergaard, Hessesloe, & Kjer, 1995) 아동기 요

통은 성인기 요통의 일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46.3%나 되는 근골격계 통증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미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배낭형 책가방의 무게가 체중의 10% 

또는 15%를 초과하는 것과 근골격계의 통증과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낭형 책가방의 무게와 근골

격계의 통증간의 관계에 대한 의견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

리고 있는 실정이다. 역학적 조사연구 또는 중재연구를 통해 

일부 연구자들은 배낭형 책가방의 무게와 근골격계의 통증간

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반면(Goodgold et al., 2002; 

Navuluri & Navuluri, 2006; Sheir-Neiss et al., 2003; Siambanes 

et al., 2004; Skaggs et al., 2006),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 변수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Cardon, & Balagué, 

2004; Haig, 2003; Jung et al., 2005; van Gent, Dols, de 

Rover, Hira Sing, & de Vet, 2003). Skaggs 등(2006)은 11-14

세 아동 1,540명을 대상으로 배낭형 책가방의 무게와 요통간

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들 변수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heir-Neiss 등(2003)도 12-18세의 청소년 1,126

명을 대상으로 배낭형 책가방 사용과 요통과의 관계를 조사

한 결과, 요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며, 학교에서도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그러나 미시간대학의 물리 재활의학과 앤드루 헤이그

(Andrew J. Haig) 교수팀은 어린이 18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의 가방무게는 체중의 5.7%인 반면, 중학

생은 11.4%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15%와 중학생의 46%가 

등에 통증을 갖고 있었지만 가방을 메는 것과의 관련성은 찾

지 못했으며, 연구자들은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비만해지며 학교에 걸어서 통학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

문에 이들에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

서 실시한 연구에서도(Jung et al., 2005) 책가방 무게 비율과 

통증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ung(2006)의 

연구에서는 가방의 무게가 어깨의 통증과는 관련이 있었지만 

요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12-14세 학생 745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van Gent 등(2003)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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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의 학생들이 목과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학령기 아

동 가방의 상대적인 무게와 목, 어깨, 허리의 통증과는 관련

성이 없는 반면, 사회심리적 요인이 통증과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가방의 무게, 

근골격계의 통증, 그리고 사회심리적 요인 등의 관련성을 밝

히기 위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일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교씩만 조사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

이 있다. 또한 조사시기가 기말고사가 끝난 후 방학이 임박한 

시기였으므로 평상시 보다 가방의 무게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 당일 자신의 

책가방의 무게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56.4%가 보통 때 무

게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점, 그리고 24.9%가 평소보다 가방이 

가볍다고 보고, 18.7% 평소보다 무겁다고 보고한 점을 볼 때 

조사시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가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조사하여야 할 영역 중 

가방을 들어올리는 방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남학생만이 포함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대상자들의 배낭형 책가방의 평균무게는 안전한 가

방사용 지침과 비교해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

상자들은 10-15%를 초과하는 무게의 책가방을 들고 다녔다.  

책가방의 무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책가방을 구입할 때 

안전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점, 가방을 착용할 때 허리선

에서 너무 쳐지게 착용을 한다든지, 허리벨트를 착용하지 않

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가방에 넣을 때 위치를 고려하지 않

는 등 가방 사용에 대한 안전치침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학

령기 및 청소년 아동의 안전한 배낭형 책가방의 사용과 관련

하여 보건교사, 담임교사, 그리고 건강관리 전문가 등에게 책

가방 사용과 관련된 일차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육

적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학교의 

관리자, 보건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책가방의 안전한 사

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가방

을 고르는 방법, 싸는 방법, 신체역학적으로 적절하게 가방을 

들어 올리는 방법, 메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

시함으로써 가방관련 상해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가방 사용에 대한 교육

은 학생 자체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어려우며, 부모, 학교 관

리자, 출판사 그리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기관이 

함께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해 나가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가방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평

가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책가방의 무게와 근골격계 통증과는 관

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6.3%의 학생들이 근골

격계의 통증을 경험한다는 자료는 매우 의미있는 중요한 자

료이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근골격계 통증의 위험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2004). Backpack 
safety. Retrieved from http://orthoinfo.aaos.org/topic.cfm? 
topic=A00043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3). Backpack safety. 
Medical Library. Retrieved from http://www.schoolhealth. 
org/content/backpackSafety.pdf

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 (2006). 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 Offers Backpack Safety Checklist. Retrieved 
from http://www.amerchiro.org/press_css.cfm?CID=1834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2). Backpack 
strategies for parents and students: Pack it light, wear it 
right. Retrieved from http://www.promoteot.org/docs/ 
BackpackStrategies.pdf

Balagué, F., Troussier, B., & Salminen, J. J. (1999). Non- 
specific low back pai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isk 
factors. Eur Spine J, 8, 428-438.

Brackley, H. M., & Stevenson, J. M. (2004). Are children's 
backpack weight limits en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Spine, 29(19), 2184-2190.

Cardon, G., & Balagué, F. (2004). Backpacks and spinal 
disorders in school children. Eura Mediciphys, 40(1), 
55-56.

Cottalorda, J., Bourelle, S., & Gautheron, V. (2004). Effects of 
backpack carrying in children. Orthopedics, 27(11), 1172- 
1177.

Dale, J. C. (2004). School backpacks: Preventing injuries. J 
Pediatr Health Care, 18, 264-266.

Fairbank, J. C., Pynsent, P. B., van Poortvliet, J. A., & 
Phillips, H. (1984). Influence of anthropometric factors and 
joint laxity in the incidence of adolescent back pain. Spine, 
9(5), 461-464.

Feingold, A. J., & Jacobs, K. (2002). The effect of education 
on backpack wearing and posture in a middle school 
population. Work, 18, 287-294.

Goodgold, S. A., Corcoran, M., Gamache, D., Gillis, J., 
Guerin, J., & Coyle, J. Q. (2002). Backpack use in 
children. Pediatr Phys Ther, 14, 122-131.

Goodgold, S. A., & Nielsen, D. (2003). Effectiveness of a 
school-based backpack health promotion program: Backpack 
intelligence. Work, 21, 113-123.



배낭형 책가방 사용습관이 아동의 근골격계 통증과 연관이 있는가?

아동간호학회지 14(2), 2008년 4월 185

Haig, A. (2003). Kids' backpacks may not cause backpain after 
all. Retrived from http://www.med.umich.edu/opm/newspage/ 
2003/backpack.htm

Harreby, M., Neergaard, K., Hessesloe, G., & Kjer, J. (1995). 
Are radiologic changes in the thoracic and lumbar spine of 
adolescents risk factors for low back pain in adults? Spine, 
20, 2298-2302.

Jo, S. C. (2001). Effects of backpack weight on elementary 
school boy's walking. Korean Soc Sports Med, 19(2), 
303-310.

Jung, M. Y. (2006).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backpack 
weight and musculoskeletal pai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Ergon Soc Korea, 25(4), 35-40.

Jung, M. Y., Jeong, B. L., & Park, S. H. (2005). The study 
of backpack related to body weigh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Occup Ther, 13(1), 57-62.

Kim, J. S. (2006). Heavy schoolbag, it makes spinal 
deformity? Retrived from http://kr.blog.yahoo.com/kangseo 
119/42.html?p=1&t=2 

Kim, S., & Kim, J. S. (2007). Knowledge and good posture 
and postural habit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3(2), 182-190.

Mackenzie, W. G., Sampath, J. S., Kruse, R. W., & Sheir- 
Neiss, G. J. (2003). Backpacks in children. Clin Orthop 
Relat Res, 409, 78-84.

Moore, M. J., White, G. L., & Moore, D. L. (2007). 

   Association of relative backpack weight with reported pain, 
pain sites, medial utilization, and lost school tim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Sch Health, 77(5), 232-239.

Navuluri, N., & Navuluri, R. B. (2006).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ckpack use and back and neck pain 
among adolescents. Nurs Health Sci, 8, 208-215.

Olsen, T. L,, Anderson, R. L., Dearwater, S. R., Kriska, A. 
M., Cauley, J. A., Aaron, D. J., & LaPorte, R. E. (1992). 
The epidemiology of low back pai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Am J Public Health, 82(4), 606-608.

Rateau, M. R. (2004). Use of backpack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potential contributors of back pain. Orthop 
Nurs, 23(2), 101-105.

Sheir-Neiss, G. I., Kruse, R. W., Rahman, T., Jacobson, L. P., 
& Pelli, J. A. (2003). The association of backpack use and 
back pain in adolescents. Spine, 28(9), 922-930.

Siambanes, D., Martinez, J. W., Butler, E. W., & Haider, T. 
(2004). Influence of school backpacks on adolescent back 
pain. J Pediatr Orthop, 24(2), 211-217.

Skaggs, D. L., Early, S. D., D'Ambra, P., Tolo, V. T., & Kay, 
R. M. (2006). Back pain and backpacks in school children. 
J Pediatr Orthop, 26(3), 358-363.

van Gent, C. V., Dols, J. C. M., de Rover, C. M., Hira Sing, 
R. A., & de Vet, H. C. W. (2003). The weight of 
schoolbags and the occurrence of neck, shoulder, and back 
pain in young adolescents. Spine, 28(9), 916-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