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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요통발생 요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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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isk Factors related to Back Pain in Bus Drivers 

Park So-yon, M.P.H., R.P.T., O.T.R. 
Y onsei Rehabilitation Clin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tennine causes of low back pain in bus drivers who 
usually work in prolonged sitting position and to find the relationship of back pain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ork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tress symptoms, to com
맹re lordosis angle of habitual driving posture and resψ19 posture in low back pain group 
and non-low back pain group, and to use this result as a basis for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and comprehensive rehabilitative management of low back pain. Ninety-ei
ght bus drivers were selected from the membership of an urban transit union in Seoul. 
These informations were collected from May 1, 1997 to May 25, 1997 by means of sσu
ctured questionnaires and X -ray findings. These data were analyzed by x2 test, t-test, logis
tic regression using SA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Of the respondents, 66.3% of bus drivers were found to be experiencing back pain. 
2. Of the respondents of low back pain groups, 78.5% reported that major cause of low 
back pain was due to prolonged sitting. 
3. The group with experiences of frequent or continuous vibration had more low back pain 
(p < 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other work environmental factors. 
4. A verage stress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 low back pain than in 
the group without low back pain (p < 0.05). 
5.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statistically s핑피fi，떠nt vibration from 
seat and stress score among the risk factors (p < 0.05). 

6. Averaged lordosis angle of habitual driving posture was 7.6 :t 14.9 degrees in low back 

pain group, 16.5 :t 8.7 degrees in non-low back pain and averaged lordosis angle of rest

ing sitting posture was 10.8 :t 13.7 degrees in low back pain, 18.9 :t 9.6 degrees in non
low back pain group but the difference in mean lordosis angles of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rofessional drivers developed chronicity of low 
back pain due to unfit seat, poor habitual posture and stress from vibration or other risk 
factors. Therefore, there is need to improve work environment, i.e. enough resting, to set 
a seat to support lumbar spine properly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pro
gram including early diagnosis, proper treatment and education for self help management. 
Key Words : Low back pain; Drivers; Sitt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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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1. 연구의 배정 

요통은 전 인구의 60-80%가 일생에 한번 

이상 경험하는 흔한 질환의 하나이다(Biering

Sorensen, 1982; Frymoyer 동， 1983; Bigos 
동， 1986). 사회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달 
은 산업화를 가속시키고 산업구조와 생산방식 

의 변화를 가져와 최근의 작업장은 점차 자동 

화， 전산화되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를 이통 

할 때도 자동차에 의존하므로 정적인 앉은 자 

세와 관련된 요통이 증가하고 있다(Reinecke 

둥， 1994). Lloyd 둥(1986)은 장시 간 앉아 있 

는 사무직 근로자의 요통 유병률이 다른 직업 

군보다 높다고 하였다. Anderson(1992)은 장 

시간 앉아서 일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요통 경 

험률이 66.4%로 사무원， 우체국 내근직， 컴퓨 

터 프로그래머 동의 요통경험율이 44.8%인데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 중에서도 운전의 요통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요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통의 위 

험요인에 관한 많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 결파 밝혀진 요통 발생의 위험요인은 외 

상， 연령， 성별， 비만도， 교육 수준， 월평균수 

입， 홉연 둥의 일반적 요인과 직업파 관련되 

어 무거운 물건들기의 반복， 비트는 자세， 지 

속적이고 정적인 작업자세， 구부린 자세， 장시 

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과도한 요추전 

만 둥이다(박병문， 1977; Frymoyer 동， 1983; 

Molumpy 동， 1985; Bigos 둥， 1986; C없피et， 

1988), 이외에도 정신적 요인， 직업에 대한 만 

족도 풍의 개인적 요인이 요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요통은 만성화되거나 요통으로 인한 후유 

장해률 납길 때 개인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작업시간의 손실과 노동력 상실의 주요 원인 

이 된다. 그러므로 요통은 치료와 보상에 관 

련된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 병 의 하나이 다(Dar따‘:ot 동， 1984; Fr-

ymoyer, 1987; Cleary 둥， 1995). 
서 있거나 걸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추간 

판내 압이 더 높고 (Nachem- son, 1965), 장시 
간 앉아 있을 때 허리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 

다(Abr밟lanl， 1986). 운전과 요통발생과의 관 
련성 에 대 한 연구로 Kelsey와 Hardy(l975)는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의 절 

반이상을 운전하면서 보내는 경우 운전을 하 

지 않는 직업에 비해 급성 추간판탈출증에 걸 

렬 확률이 3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주 

로 진통 때문이라고 하였다. Wilder 등(1982) 

은 건강한 사람에게 앉은 자세에서 1-15 Hz 
의 진동을 줄 때 5 Hz의 진동이 인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며， 이 진동이 척추에 전달되 

어 허 리 주위 근육을 뺏 뺏 하게 (stiffness) 만든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차나 트럭， 버스 등 

의 교통수단에서 4-6 Hz의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측정하였다. Reinecke 등(1994)은 자용차 
운전석 동받이 에 요추전만Oordosis)의 각도를 

수동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장치 CPM(contin

uous passive motion)을 부착하여 2시 간이 경 
과한 후 이를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CPM을 사용한 군에 

서 자연스런 요추의 곡선을 더 잘 유지할수 

있고 고정된 자세 보다 허리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운전시 허리에 CPM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러운 요추의 곡선을 유지하지 않고 

앞으로 상체를 굴곡(flexion)시키거나 지나치 

게 신전(extension)시킨 자세를 유지할 때 척추 

주위의 근육은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 

하다는 보고들도 있다(Troup， 1978; Abraharn, 

1986).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시내 버스운전기사를 대상으 

로 요통의 경험률을 알아보고 요통과 관계된 

몇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버스운전기 

사의 요통발생 위험요인을 밝히는 것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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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직업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 거쳐 5월1일부터 5월25일 사이에 조사 대상에 

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한 셜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용답한 

게도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중요한 요 104명은 모두 남자였고 내용이 불충분한 6명 

통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 을 제외한 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조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었기에 사대상 중 요통올 경험한 '10명과 요통을 경험 

운전올 직업으로 하는 버스운전기사의 요통에 하지 않은 10명에게 앉온 자세에서 요추부위 

관한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의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직업관련 요통 요인을 알아보고 각 위험 요인 2. 연구방법 
들올 알아봄으로써 근무 환경 개선 및 요통의 

예방과 포괄적인 재활 치료를 위한 기초 자료 1) 셜문지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업식 셜문지롤 사용하 

다음과 같다. 였으며 설문의 주요 내용은 운전기사의 일반 

적 특성파 근무 환경 특성， 스트레스 중상， 요 

첫째， 버스 운전기사의 요통경험률을 알아 통과 관계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스트레스 

본다. 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Aro(198I)가 개발한 

스트레스증상(Stress symptoms)올 번역하여 

둘째， 버스 운전기사의 일반적 요인， 근무환 18개의 문항 중에서 운전기사와 많은 관계가 

경 요인， 심리적 요인과 요통과의 관련성올 있다고 생각되는 8개의 문항올 선태 사용하였 

알아본다. 다. 스트레스 접수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1점， 

거의 없다 2점， 자주 있다 3점， 계속 있다 4점 

셋째， 버스 운전기사중 요통군의 특성을 알 으로 최소 접수 8점에서 최대 32점까지이다. 

아본다. 

2) 단순 방사선 촬영과 요추전만각도의 측 

넷째， 버스 운전기사의 의자에 앉은 자세와 정방법 

요통과의 관련성올 알아본다， 요통군과 비요통군 각 10명올 운전석과 유 

사한 의자에 운전시 가장 자주 취하는 자세로 

앉게 하여 옆변에서 요추부위률 단순방사선으 

로 촬영하였다. 다옴에는 가장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요추부위률 옆면에서 단순방사선으 

로 촬영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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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내용 
표 1. 사용된 변수 

변수 

종속변수 

내용 

요통의 유무 

독립변수 일반적 요인 

근무환경요인 

심리적 요인 

연령 

신장 

체중 

결혼상태 

교육정도 

회사근무년수 

홉연 

버스운전경력 

버스 1회 운행시간 

중간휴식시간 

버스종류 

버스의 출고연도 

버스의 변속장치 

운전대의 진동 

운전석의 진동 

의자 조절장치 

휴식방법 

정체정도 

규칙적인 운동횟수 / 주 

스트레스접수 

4) 분석방법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 특성과 요통유무와 

관계는 x2 검정을 사용하였고 스트레스 점수 

와 요통유무와의 관계는 t-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 특성과 스트레스 

접수 중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를 실시하였다. 요통군과 비요통 

군의 습관적인 운전자세와 편안히 앉은 자세 

에 대한 분석은 t-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ID.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 98명 가운데 요통을 경험한 

운전기사는 65명으로 조사대상의 요통경험률 

은 66.3%이었다. 연령의 분포는 최저 29세에 

서 최고 60세로 평균 연령은 42.7세이었으며 

40-49세가 98명중 41명 (41.9%)으로 가장 많았 

다. 신장은 170 cm미만이 전체 98명중 60명 

m 

μ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4권 제2호 

KAUTPT Vol. 4 No‘ 2 1997. 

으로 61.2%를 차지하였고 체중은 60-69 kg인 
사람이 45명 (45.9%)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 

상의 98명중에서 86명 (87.8%)이 결혼한 사람 

이었고， 교육정도는 조사대상 98명 전원이 고 

졸이하 였다. 버스운전경력은 1년에서 40년까 

지 차이가 많았으나 10년이하가 64명으로 65. 
3%를 차지하였다.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5년 

미만이 52.1%, 5년이상이 47.9%로 나타났고， 

현재 홉연자가 701정 (71.4%)이 었다(표2). 

2. 요통유무와 근무환청특생과의 관계 

근무환경요인에서 버스 1회 운행시간， 중간 

휴식시간， 버스의 종류， 버스의 출고연도， 의 

자 조절습관， 차량 정체정도 둥은 요통군과 

비요통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버스 

의 변속장치는 조사대상이 모두 수동식이었다 

(표3). 

표 2. 조사대상의 요통유무와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수 범주 포
 

분
 

z x 
요 통 

。

ìT' 무 

연령 40세미만 

40-49세 

50세 이상 

24 

28 

13 

신장 170 cm미만 38 

26 170-179 cm 

180 cm 이상 1 

체중 60 kg미만 

60-69 kg 

70-79 kg 

80 kg 이상 

12 

29 

20 

4 

홉연 담배를 펴운다 50 

담배를 끊었다 

원래 안 피운다 

8 

7 

65(66.3) 전 체 

12 36(36.7) 

41(41.9) 

21(21 .4) 

0.397 

13 

8 

22 60(61.2) 

36(36.7) 

2(2.1) 

1.040 

10 

1 

8 20(20.4) 

45(45.9) 

27(27.6) 

6(6.1) 

1.156 

16 

7 

2 

20 70(71.4) 

16(16.3) 

12(12.3) 

3.069 

8 

5 

33(33.7) 98(100.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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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통유무와 근무환경특성과의 관계 단위: 명(%) 

요통 
전체 

4 
X ‘-"''''‘ ‘~꺼- 주

 
버
 
n 

무
 

’ 
。

π
 

3 0.395 1회운행시간 60분이하 

61분이상 

7 

58 30 

휴식시간 10분이하 

11분이상 16 

38 

27 

17 

버스운전경력 5년미만 

5-10년 

11년이상 

21 13 

21 9 

23 11 

정체정도 정체심함 

보통 또는 원활 

전 체 65(66.3) 

53 26 

10(10.2) 

88(89.8) 

56(56.1) 

43(43.9) 

0.429 

34(34.69) 

30(30.16) 

34(34.69) 

0.525 

79(80.6) 0.106 

12 7 19(19.4) 

33(33.7) 98(100.0) 

3. 요통군의 특성 
요통의 원인으로는 요통을 경험한 65명 중 (78.5%)이 요통이 지속되거나 심해졌다고 하 

에서 51명인 78.5% 가 다른이유 없이 직업상 였고， 요통군 중에서 28명 (43.1%)이 요통 때 

장시간 앉아 있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버 문에 근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일을 쉰 적이 

스운전올 하기전에 요통을 경험한 사람이 65 있다고 조사되어 요통이 업무에 손실을 가져 

명중 28명으로 43.1%이며 운전 시작후에 요 올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통군 65명 

통이 생겼다는 사람이 37명 (56.9%)이었다. 운 중에서 조사 당일에도 요통이나 불편함을 느 

전하기 전부터 요통올 경험했던 28명중 22명 낀다고한 사람이 36명 (55.4%)이었다 (표4).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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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통군의 특성 단위: 명(%) 

‘ i ’ /‘'i:! T 

요통의 원인 

범 주 

1) 사고 때문에 

2) 장시간 앉아있어서 

3) 운전외의 일로 허리를 삐끗해서 

4) 잘 모르겠음 

운전전 요통병력 있다 

없다 

근무지장 또는 쉰적 있나? 예 

의료기관이용 경험 

지난 한달간의 요통 느낀 

날수 

오늘 요통올 느꼈나요? 

4. 요통유무와 진통과의 판계 

아니오 

있다 

없다 

8.2 :t 9.9 

예 

아니오 

전 체 

분 포 

0(00.0) 

51(78.5) 

10(15.4) 

4(6.1) 

28(43.1) 

37(56.9) 

28(43.1) 

37(56.9) 

41(63.1) 

24(36.9) 

36(55.4) 

29(44.6) 

65(100.0) 

버스에서 발생하는 진통올 운전대와 운전석 를 보였으며 의자의 진통올 자주 또는 계속 

의자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의자의 진동올 느끼는 군에서 요통경험률이 의미 있게 높았 

거의 못 느끼는 군과 자주 또는 계속 느끼는 다. 운전대의 진동을 거의 못 느끼는 군과 자 

군에서 요통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주 또는 계속 느끼는 군의 요통유무와의 관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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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동과 요통과의 관계 단위: 명(%) 

변수 범주 
요 통 

전체 z x 
유 무 

운전대 진동 거의 못 느낀다 29 20 

자주 또는 계속 

느낀다 
36 13 

49(50.0) 

49(50.0) 

2.239 

의자 진동 거의 못 느낀다 23 19 42(42.9) 4.401 ** 
자주 또는 계속 

느낀다 
42 14 56(57.1) 

전 체 65(66.3) 33(33.7) 98(100.0) 

** p < 0.05 

6. 요통유무와 운동과의 관계 
5. 요통군과 비요통군의 스트해스점수 비교 조사대상 98명중 82명 (83.67%)이 1주일에 

조사대상중 요통군의 스트레스의 평균점수 한번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사 

는 17.4점이고 벼요통군의 평균접수는 14.6접 대상의 규칙적인 운동습관과 요통과의 관련성 

이었으며 요통군에서 스트레스 접수가 유의하 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7). 

게 높았다. (표6) 

표 6. 요통군과 비요통군의 스트레스점수의 평균 

요 통 
。

ìT 무 
t 

스트레스 접수 

빈도수 

** p < 0.05 

17.4 :t 4.39 

65 

14.6 :t 5.36 

33 

2.699 ** 

표 7. 요통유무와 운동과의 관계 단위: 명(%) 

변수 범주 
요 통 

전체 x ι 
% 무 

운 동 전혀 안함 8 8 16(16.3) 0.131 

규칙적으로 함 57 25 82(83.7) 
전 체 65(66.3) 33(33.7) 98(100.0)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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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통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사대상의 일반적 요인과 근무환경요인 중 

에서 주요변수인 연령， 운전경력， 의자의 진 

동， 규칙적인 운동여부， 스트레스점수롤 선돼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여러 요 

인 중에서 의자의 진통과 스트레스접수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8). 

8. 운전，시 습관척으로 앉은 자세와 편안허 

앉은 자세간의 요추전만 {Iordosis} 벼교 

요통군 10명과 비요통군 10명을 대상으로 

습관적인 운전 자세와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 

서 요추전만Oordosis)의 각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습관적인 앉은 자세에서 요통군과 비요 

표 8.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파 

변수 회귀계수 

연령 -0.0230 

운전경력 o .0393 

의자의 진동 0.8910 

규칙적운동여부 0.9450 

스트레스접수 0.1250 

상수 -3.8092 

** p < 0.05 

통군의 요추전만의 평균각도는 각각 7.6 :t 14. 

9도I 16.5 :t 8.7도이고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는 각각 10.8 :t 13.7도， 18.9 :t 9.6도로 요통군 

의 요추전만각도가 비요통군보다 적으며 습관 

적 운전자세의 평균각도가 편안히 앉은 자세 

보다 적었다. 이상의 결과는 요통군이 비요통 

군에 비해 요추전만이 감소된 앉은 자세로 생 

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9). 

요통군의 습관적인 앉은 자세와 편안히 앉 

은 자세간의 평균 각도 차이는 3.2도이고 비 

요통군은 2.4도로 요통군에 서 두 자세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준오차 Prob. 

0.0437 0.5982 

0.0387 0.3094 

0.4'없4 0.0497 ** 

0.6050 0.1183 

0.0523 0.0170 ** 

2.2924 0.0966 

표 9. 앉은 자세에서 요통군과 비요통군의 요추전만각도 

앉은 자세 

습관적인 운전자세 

편안히 앉은 자세 

요추전만의 각도Oordosis angle) 

요통군 비요통군 

7.6 :t 14.9 。

10.8 :t 13.7 。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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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찰 

버스 운전기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6 

2시간이고 일주일에 평균 58시간을 일하고 있 

어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 근무시간은 일주 

일에 4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장 

시간 일하고 있다. 또한 버스의 1회운행에 소 

요되는 시간이 평균 두시간 반이고 중긴 휴식 

시간이 10분 내외여서 근무시간 동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요통 발생도 

높다고 한 다른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조사 

대상의 근무 조건이 요통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김 현 숙， 1989, 박지 환， 1991; Magora, 

19η2; Kelsey, 1984). 연구결과에서 조사 대상 

의 근무시간， 휴식 시간， 운전 경력， 차량의 

출고 연도， 변속장치， 정체 정도와 요통과의 

관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은 요통군과 비요통군이 동일한 근무 환경에 

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이 

러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요통을 정의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광부， 육체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 

로자， 물리치료사 둥올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0-80%의 유병률을 보고하였다(김현숙， 1989; 

박지환， 1991; 이충휘， 1990; Lloyd 등， 1986). 

본 연구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66.3%가 요통 

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 

른 연구와 거의 같으며 Anderson(1992)의 버 

스 운전기사의 66.4%가 요통을 경험한다고 

한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Nachemson(1965)은 사람의 체중이 70 kg 

일 경우 제3요추에 가해지는 추간판 내압이 

서 있을 때 70 kg, 결을 때 85 kg~ 데 비해 

둥받이 없이 바로 앉은 자세에서는 100 kg으 

로 앉아 있을 때 요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 

람의 체중보다 높아지며， 오랜 시간 앉아 있 

을 때 허리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 

다(Abr삶lam， 1986). 운전하고 있을 때 허리 

근육은 자세 유지에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도로변 에서 오는 충격은 척추에 가해지는 부 

담을 가중시키며 이러한 작은 기계적인 충격 

이라도 장기간 반복될 때 요추에 퇴행성 변화 

가 일찍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동과 
노면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에서 요추전만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의 자 등받이 의 각도를 110도로 

하고 좌석의 무릎쪽을 6도 높인 현수식의자 

(suspension seat)를 사용하는 것 이 적 합하다 

고 하였다(Troup， 1978). Abr삶lam(1986)도 자 

연스러운 요추의 곡선를 유지하도록 앉는 것 
이 바람직한 자세이며 요추전만이 감소된 자 

세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요통이 발생되기 쉽 

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할 때는 가능한 중간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 걷거나 근육의 긴장을 풀 

어 주는 운동Cstretch)을 해주고 앉은 자세 에 
서 몸의 중심을 앞뒤로 옮겨 주어 요추와 주 

위 근육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Kelsey(1984)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시 간이 

길수록 요통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하였 

고， Wilder 둥(1982)은 조선소 근로자나 광부，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에서 근골격계， 
심혈관계， 소화 기관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 

긴다고 보고하였다. 진동은 어느 차량에서나 

발생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사람에 따라 

진동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운전 

석 의자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자주 또는 계속 

있다고 느끼는 군에서 거의 못 느끼는 군보다 

요통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근무 환경에 대해 불만족한 군， 낮은 생활 

수준과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사회 심리적 압력을 더 느끼며 

요통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CBiering

Sorensen, 1989). 이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 

에서 동일한 근무 환경에서 요통 군과 비요통 

군의 스트레스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 

며 요통군의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요인과 요통과 

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위의 연구와 일치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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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규칙 적 인 스포츠 활통(sports activity)을 하 

는 남자 근로자는 운동올 안하는 사람에 비해 

요통 발생이 적다고 하면서 운동이 요통올 예 

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남자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여자에 

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Leino， 1993). 본 

연구에서는 운동과 요통유무와의 관계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다른 여러 연 

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요통의 예방과 치료 

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김 현숙， 1989; 박지 

환， 1991; Frymoyer, 1987; Bìering-Sorensen 
등， 1989; Leino, 1993). 또한 Biering-Sorensen 
(1984)은 30-60대의 일반인올 1년간 추적 관 

찰한 연구에서 허리 부위의 둥척성 지구력 

Osometric endurance)이 좋은 사람이 요통의 

1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몸통 근육의 강화와 유연성의 유지가 중요 

하며 요통의 재발과 영구적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습관적인 운전 자세에서 요통군과 비요통군 

의 요추전만Oordosis)각도는 요통이 없는 군 

이 요통이 있는 군 보다 요추전반의 각도가 

더 컸다. 그러나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 방 

사선 촬영을 실시한 대상이 너무 작았기 때문 

에 요추전만각도의 명균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표준편차가 커서 t-검정 결파 두 군간에 차이 

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Rowe(1969)는 중상 발생과 관련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 요통이 발생한 경우가 65%라고 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도 요퉁이 사고나 특별한 이 

유 없이 발생한 경우가 78.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한 손상없이 일상적인 활동올 하 

는 과정에서 요통이 발생되거나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한 다른 연구와 일치한다 

(문재호 둥， 1991; 윤태식 퉁， 1994; Frymoyer, 

1992). 직업상 진동이 발생되는 차내에서 장 

시간 운전할 때 요통의 발생과 만성화의 요인 

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 

다. Frymoyer(1992)는 산업 재해로 인한 요통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먼저 만성화 인 

자의 감소를 위한 교육과 작업환경의 개선， 

취업전 평가와 육체적 적합도률 중진시켜야 

하며， 일단 발생했을 때는 회복의 극대화와 

재발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단기간의 치 

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해 가능 

성이 높은 환자군에게 포괄척 재활치료률 조 

기에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v. 곁론 

버스운전기사 98명의 요통경험률，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특성， 스트레스 중상， 요통군의 

특성과 요통파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요통군 

10명과 비요통군 10명의 운전시 습관적 자세 

와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요추전만각도률 비 

교하여 근무환경 개선파 요통의 포괄적인 재 

활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1. 전체 조사대상의 요홍경험률은 00.3%이었다. 

2. 요통의 원인이 장시간 앉아 있기 때문이 
라고 용답한 사람이 전체 요통군 65명중 

51명 으로 78.5%이 었다. 

3. 운전석 의자에서 전달되는 진동올 자주 
또는 계속척으로 느끼는 군에서 요통이 

의미있게 높았다(p < 0.05). 이외의 근무 

환경요인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요통군과 비요통군의 스트레스접수가 요 
통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5. 여러 요인 중에서 연령， 운전경력， 의자의 
진동， 규칙적인 운동여부， 스트레스접수와 

요통유무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한 결과 의자의 진통과 스트레스 

접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6. 요통군과 비요통군에서 운전시 습관적 자 
세와 편안히 앉은 자세의 요추전만각도를 

측정한 결과 요통군의 요추전만각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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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군 보다 더 적게 나타났으나 두 군간 

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파로 볼 때，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은 의자를 사용하거 

나 좋지 않은 습관적 자세， 진동이나 그 밖의 

요인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요통이 

만성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요통의 관리를 

위해서는 요추를 적절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의자 셜치， 휴식시간의 연장 둥과 같은 근무 

환경 개선과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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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혹 

버스운전기사의 요통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우리나라 버스운전기사의 직업관련성 요통발생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되 

었습니다. 기사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 

다. 

기사님께서 웅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우리나라 버스운전기사의 근무환경조건과 그것으로 인 

한 요통발생정도를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일괄적으로 처리되므로 웅답자의 개인기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석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997. 5.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박 소 연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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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사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잘 읽으시고 답하시거나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시면 됩니다. 

1.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2. 신 장 crn 3. 체 중 kg 

4. 결혼여부 : 1)미혼 2)기혼 3)기타 

5. 교육정도 : 1)고졸이하 2)전문대졸 3)대학교졸 

6. 기사님께서 버스운전올 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년 

7. 기사님께서 현재의 회사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년 

8. 담배를 피우십니까? 1)현재 담배를 피운다. 2)담배를 끊었다. 

3)원래 담배를 안피운다. 

*** 홉연하시는 분만 답하십시오.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11번으로 넘어가십시오. 

9. 담배를 피운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약 년 

10. 하루에 홉연하는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1)반갑이하 2)반갑에서 한갑 3)한갑내지 두갑 4)두갑이상 

요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답하여 주십시오. 

11. 기사님께서는 버스운전을 하면서 허리부위에 3일이상 계속되는 통증이나 불편함올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 다 2) 없 다----> 요통이 없다면 20 번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2. 허리통중이 있었다면， 기사님께서는 버스운전을 하기전에도 허리통중올 험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 오 --> 13번문항은 하지 말고 14번으로 

넘어가십시오. 

13. 기사님께서는 버스운전을 하면서 허리통증올 더 자주 느끼거나 통중이 심해졌습니까? 
1) 예 2) 아니오 

14. 기사님께서는 허리통증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사고 때문이다 2) 장시간 앉아있기 때문이다. 

3) 운전외의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4) 잘 모르겠다.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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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사님께서는 허리통종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근무를 쉬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 기사님께서는 허리통증 때문에 의료기관(병원，한의원，약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신적이 있 

습니까? 

1) 예 2) 아니오 --> 17번문항은 하지마십시오. 

17. 기사님께서는 의료기판에서 허리통증을 치료받고 증상이 좋아졌습니까? 

1) 좋아졌다 2) 좋아지지 않았다. 

18. 기사님께서는 지난 한달동안 며철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셨습니까? 

일. 

19. 기사님께서는 오늘 근무하시면서 허리에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다읍은 근무환정애 관째된 문항입니다. 가능한 정확하깨 답하여 주섭시오. 

20. 하루에 평균 몇시간을 일하십니까? 시간 

21.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을 근무하십니까? 일 

22. 지난 한달동안 연장근무를 하셨습니까? 
1) 했 다 2) 안했다. 

하셨다면 총 몇 일이었습니까? 일 ( 시간) 

23. 현재 어떤 종류의 버스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1) 고급좌석버스 2) 일반좌석버스 3) 일반버스 4) 마을버스 

24. 지금의 차종을 운전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또는 개월 

25. 지금 운전하는 차 전에 운전했던 버스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운전했던 기간은? 

버스 년간 

26. 지금 운전하고 계신 차량은 몇 연도에 만들어잔 차입니까? 년 

27. 전에 운전하시던 버스는 몇 년간 사용된 차였습니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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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금 운전하는 차의 기어는? 
1) 자동기어(오토매틱 2) 수동기어(스틱) 

29. 자동기어와 수동기어 중에서 어떤 것이 편합니까? 
1) 자동기어 2) 수동기어 

30. 운전하는 동안 운전대에서 진동올 얼마나 느끼십니까? 
1) 전혀 없다. 2) 거 의 없다. 3) 가끔 있다. 

4) 자주 었다. 5) 계속 었다. 

31. 운전하는 동안 운전석에서 진동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1) 전혀 없다. 2) 거 의 없다. 3) 가끔 있다. 

4) 자주 있다. 5) 계속 있다. 

32. 운전좌석은 높낮이와 앞뒤의 거리를 조절할수 있는 것입니까? 
1) 있다 2) 없다. 

33. 운전화석이 불편할 때 의자를 편안하게 조정하십니까? 
1) 향상 조절해서 앉는다 2) 가끔 조절한다. 

3) 거의 그대로 앉는다 4) 조절할 수 없다. 

34. 버스 운행사이의 휴식시간에는 주로 무슨일을 하고 계십니까? 
1) 앉아 있는다 2) 누워서 쉰다. 

3) 간단한 운동올 한다 4) 개인적인 용무를 본다. 

35. 평소 규칙적인 운동올 주 몇회 정도 하십니까? 주 회 

36. 운동올 하고 계시다면 주로 어떤 운동 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37. 버스운행구간올 한번 운행하고 돌아오는데 평균 몇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 분 

38. 중칸휴식시간은 평균 몇분입니까? 분 

39. 정체구간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섬하다. 2) 약간 심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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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트례스를 느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나열한 것업니다. 

40. 기사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다음의 증상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면 됩니다. 

------------- 전혀없었다. 거의없었다. 자주있었다. 

식욕이없다. 1 2 3 

잠들기 어렵거나 
1 2 3 

밤중에 잠을 캔다. 

두통올 느낀다. 1 2 3 

현기증을 느낀다. 1 2 3 

손이 떨린다. 1 2 3 

이유없이 식은 
1 2 3 

땀이 난다. 

기운이 없다. 1 2 3 

피로나 무력감을 
1 2 3 

느낀다. 

총점 

계속있었다. 

4 

4 

4 

4 

4 

4 

4 

4 

41. 허리가 아프거나 아프지는 않지만 전문의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적 

어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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