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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th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usculoskeletal dis-

eases of shipbuilding workers by considering related factors synthetically. The survey was completed by

1,536 shipbuilding workers and except for poor responses, 1,532 were analyzed. The survey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lifestyle, duration of service, physical and mental stres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PSS/PC+ (a descriptive statistics program) and with AMOS 4.0 (a stat-

istical program for path modeling) to test whether the hypothesized path model fitted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musculoskeletal disease was associated with duration of

service (r=-.095), physical stress (r=.077), and mental stress (r=.602). The results of the hypothesized path

model satisfied the criteria required in relation to fitting the collected data. Musculoskeletal disease was di-

rectly affected by mental stress but not by physical stress, duration of service and life style. Thus, it is

suggested that reducing mental stress is a strategy for the prevention for musculoskele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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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골격계 질환은 특별한 직무 과제 수행을 요구하는

작업환경에서 신체의 부적절한 사용의 결과로써 나타난

다(Riihimäki, 1995). 통증은 작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며, 목, 어깨, 허리 부분의 통증과

두통이 주로 발생한다(Linton과 Kamwendo, 1989;

Sjögren-Rönkä 등, 2002; Tola 등, 1988).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 현장에서의 주요 관심의 대상

이며, 정부에서도 관련법의 제정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서의 근골격계 질환의 조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2003년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산업

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5호 ‘단순반

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를 부과하였으며, 노동부고시 제2003-24호에서는 근골

격계 부담 작업의 고시를 총 11개로 규정하여 고시하였

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

는 사업장들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장에 의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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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의 2006년도 산업재해 통

계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판정을 받은 근로자수는

6,233명으로 2002년의 1,827명, 2003년의 4,532명에 비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

로 판정받은 근로자수는 417명(6.69%)으로, 수송용기계

기구제조업(갑) 685명(10.99%)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전체 통계에서 신체작업부

담 1,615명, 요통 4,618명인 비율과 다르게 신체작업부담

198명과 요통 21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2007).

조선업의 작업적 특성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으

로 인해, 조선업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

고 있다. 오순영과 정병용(2005)은 조선업종의 작업에 대

한 유해요인조사하고 인간공학적 개선을 실시하여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고상백 등(2000)은 일부 조선업 근

로자의 직업성 요통 발생 실태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를 보고하였다. 김선우 등(2005)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근로자

1,7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중

동료의 지지가 근골격계 질환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박병찬(2005)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

여 작업관련성 상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 분석하여

물리적 작업요인이 상지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

으며, 연령, 근무기간, 생활습관 역시 상지 근골격계 질환

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산업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근로자의 특성, 작업장

에서의 관련 요인 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Armstrong과 Silverstein(1987)에 의하면 연령증가에

따라, 작업 년 수가 길수록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높

다고 보고하였으며, 흡연과 음주가 관련 있다는 연구결

과도 있었다(Kivimäki 등, 1992). 정신과적 문제나 사회

심리적 특성, 정신적 스트레스의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으며(Hales 등,

1994; Linton과 Kamwendo, 1989), 반복적인 작업, 불안

정한 자세, 과도한 힘, 진동 등의 인간공학적 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venzi 등, 1991;

Kilbom, 1988; Stock, 1991). Korhonen 등(2003)은 성

별, 연령, 운동의 빈도, 흡연,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 직

무 만족 등의 11개 개인적 요인과 물리적 작업환경, 작

업 부하, 휴식시간 등을 포함하는 11개의 작업 요인이

컴퓨터 단말기 사용 근로자의 목의 통증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 결과, 성별, 흡연, 정신적 스트레스, 운동부

족, 좋지 않은 물리적 작업환경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과

질병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성립되어 있

지 않고, 물리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인구학적 특성, 사

회심리적 특성,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차봉석 등,

1996; OSHA, 1996). 따라서 이들 요인들에 대한 통합

적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박병찬 등(2003)은 근골격

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

존의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만으로는 근골격계 질

환과 관련 요인들의 상호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흡연, 음주, 운동 등과 같은 생활

습관, 육체적 요인(박병찬, 2005; Wilson, 2002), 정신적

요인(Linton과 Kamwendo, 1989), 연령, 작업 년 수 등

의 인구학적 특성(Armstrong과 Siverstein, 1987), 인간

공학적 요인(Bovenzi 등, 1991; Kilbom, 1988; Stock,

1991)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에 관한 연구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는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

환과 관련 요인들의 경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이 연구의 대상은 H 조선소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

는 근로자 중 설문조사에 동의한 1,536명이었다. 이중

설문응답 내용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한 1,532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2. 도구

가. 설문조사

근골격계 자각증상 및 관련 요인에 관하여 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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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연령, 체중, 신장 등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과,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생활습관, 그리고 작업 년

수, 작업강도, 근골격계 자각증상 등에 관한 것이었다.

흡연의 경우 20개비 이상 1점, 10～20개비 2점, 5～10개

비 3점, 5개비 이하 4점, 안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음

주의 경우, 매일 1점, 2～3일에 1번 2점, 일주일에 1번 3

점, 한달에 1번 4점, 안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운동의

경우 안한다 1점, 한달에 1번 2점, 일주일에 1번 3점,

2～3일에 1번 4점, 매일 5점으로 측정하였다. 근로자가

느끼는 육체적 및 정신적 작업강도는 힘들지 않음, 견딜

만함, 힘듦, 매우 힘듦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나. 근골격계 질환 조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내용은 손/손목/손가락, 팔/팔

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에 대해서 각각 증상의 강도,

빈도, 지속시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각 부위별 근

골격계 질환을 조사하기 위해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의 기준을 사

용하였다(김인아 등, 2004; Putz-Anderson, 1998). 근골

격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는 1점으로 기록하였다.

NIOSH 기준 1에 해당하는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

상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

우’는 2점으로, 기준 2에 해당하는 ‘기준 1을 만족하면

서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

찮아지는 경우’는 3점으로, 그리고 기준 3에 해당하는

‘기준 1을 만족하면서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통증으로 인해 작업 및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경우’는 4점으로 기록하였다.

NIOSH 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점수 중 최대 점수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들의 구

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 분석은 이론요인 간의 관

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측정요

인을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이론요인으로 사용해

서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박병찬

(2005)의 연구에서는 생활습관이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직접적 영향을 가정하지 않았다.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윈도용 SPSS version

10.0을 사용하여 자료의 기술통계, 상관 분석을 실시하

였다. 경로모형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

tional modeling; SEM)을 통해 실시하였고, 이를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AMOS 4.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

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이용하는데,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

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적합도 지수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적합도 지수가 자료에 잘 부합하면서 동시에 간명

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다(홍세희, 2000). 이러

한 기준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화적

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 수정기초적합지수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AGFI), 표준적합지

수(Normed Fit Index; NFI)와 절대 적합도 지수인 기

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근사오차평

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적

합도 지수들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

로 본다. RMSEA의 경우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김계수, 2006). χ2

검정은 표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 검정력도 상승하여

자체의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도 거부하기 쉬우므로

큰 표본 자료로부터의 모형을 추정하는 연구자들은 χ2

를 신뢰하지 않는다(Hoyle와 Panter, 199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2 검정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6.4±1.1세이었고, 평균 체

중과 신장은 각각 69.1±7.9 ㎏와 168.1±5.8 ㎝이었다.

2. NIOSH 기준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NIOSH 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자는 표 1과 같았

다. 질환자는 어깨(25.5%), 팔꿈치(18.1%), 그리고 손

(16.8%)순으로 높았고, 목(12.2%)의 자각증상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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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증상 없음 기준 1
a

기준 2
b

기준 3
c

목 1345(87.8) 34(2.2) 71(4.6) 82(5.4)

어깨 1141(74.5) 58(3.8) 142(9.3) 191(12.5)

팔꿈치 1255(81.9) 40(2.6) 99(6.5) 138(9.0)

손 1274(83.2) 43(2.8) 96(6.3) 119(7.8)

허리 1340(87.5) 35(2.3) 63(4.2) 93(6.1)

다리 1344(87.7) 29(1.9) 53(3.5) 106(6.9)
a
기준 1: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 중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b
기준 2: 기준 1을 만족하면서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는 경우.
c
기준 3: 기준 1을 만족하면서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통증으로 인해 작업 및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경우.

표 1. NIOSH 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자 단위: 명(%)

작업 년 수 생활습관 육체적 작업강도 정신적 작업강도

생활습관 -.054*

육체적 작업강도 .013 -.029

정신적 작업강도 .037 .004 .068*

근골격계 질환 .095* -.013 .077* .602*

*p<.05.

표 2. 관찰요인 간의 상관계수

부합도 χ2 CFIa TLIb NFIc AGFId RMSEAe

값 15.317 .985 .971 .979 .988 .037

기준(p) <.05 >.90 >.90 >.90 >.90 ≤.05
a
CFI: 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
b
TLI: Tucker-Lewis Index, 비표준화적합지수.
c
NFI: 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
d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수정기초적합지수.
e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

표 3. 가설적 경로모형의 부합도

3. 관찰요인 간의 상관계수

1,532명의 조선소 근로자에 대한 관찰요인 간의 상관

계수는 표 2와 같았다. 관찰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004

에서 .602로 분포되고 있으며, 특히 작업 년 수와 생활습

관 간에 -.054, 작업 년 수와 근골격계 질환 간에 .095,

육체적 작업강도와 정신적 작업강도 간에 .068, 육체적

작업강도와 근골격계 질환 간에 .077, 정신적 작업강도와

근골격계 질환 간에 .602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5).

4. 연구모형 분석

가. 가설적 경로모형의 부합도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이론적 경로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절대부합도

지수인 카이스퀘어(χ2), 비교적합지수(CFI), 비표준화적합

지수(TLI), 표준적합지수(NFI), 수정기초적합지수(AGFI)

와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RMSEA)을 알아본 결과는 표 3

과 같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적 경로모형의

부합도 결과에 의하면, 5개의 부합도 지수 모두가 기준 값

을 통과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은 연구모

형으로써 필요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 간의 최적의 경로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나. 최종 모형

조선소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 간의

최종 경로는 그림 1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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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작업강도생활습관

작업 년 수 정신적 작업강도

근골격계 질환

-.03

-.05 .07

.04

.60

그림 1.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 간의 최종 모형(표준화 계수).

가설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육체적 작업강도 → 근골격계 질환 .037 .040 .077

정신적 작업강도 → 근골격계 질환 .598* .598

작업 년 수 → 생활습관 -.054* -.054

작업 년 수 → 육체적 작업강도 - .002 .002

작업 년 수 → 근골격계 질환 - .000 .000

생활습관 → 육체적 작업강도 -.029 - -.039

생활습관 → 근골격계 질환 - -.001 -.001

육체적 작업강도 → 정신적 작업강도 .068* - .068

*p<.05.

표 4. 관찰요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

그림 1의 최종 모형에서 육체적 작업강도는 근골격

계 질환에 직접 영향(β=.04)을 미치고, 정신적 작업강도

는 근골격계 질환에 직접 영향(β=.6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년 수는 생활습관과 육체적 작업강도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간접 영향을 미치고, 생활습관은

육체적 작업강도를 통해 근골계 질환에 간접 영향을 미

치고, 육체적 작업강도는 정신적 작업강도를 통해 근골

격계 질환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소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 간의 경로에

대한 최종모형에서 확인된 관찰요인 간의 상관계수 및

직ㆍ간접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았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 간의 직ㆍ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 정신적 작업강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접효과, 작업 년 수의 생활습관에 대한 직접효

과, 육체적 작업강도의 정신적 작업강도에 대한 직접효

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이 연구에서는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들의 경로를 분석하는데 목적

이 있었다. 이를 위해 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 중 1,53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근속기간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계를 알아본 이전

의 선행연구들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인아, 2004,

김철호, 2004; 박정일 등, 1989; 유정임과 구정완, 2004).

김철호(2004)의 연구에서는 근무기간이 5년 이상 군이

5년 미만 군에 비해 1.9배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박정일 등(1989)은 등과 허리의 증

상 호소율이 5년 이상 근로자 군에서 5년 미만 근로자

군에 높다고 하였다. 김인아(2004), 유정임과 구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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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연구에서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골격계 질환

의 유병률이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김선우 등(200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

기간과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

거나(김종은, 2003),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골격계 유병

률이 낮아진다(조권환, 2003)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Korhonen 등(2003)은 생활습관이 근골격계 질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고동희(2003)는 생

활습관의 차이가 근골격계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근속기간이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변

량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것이 한 원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작업 년 수는 생활습관 및 근골격계 질

환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

변량 분석 결과 작업 년 수와 생활습관은 근골격계 질

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다만 작업 년 수

가 생활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지만 생활습관이 육체적 작업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에

서는 생활습관과 작업 년 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

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가

좀더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요인 중 정신적 작업강도를 측정하였다. 정신적

작업강도란 작업 동안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부담정도

를 말한다(Wilson, 2002). 이 연구결과, 육체적 작업강

도와 정신적 작업강도, 육체적 작업강도와 근골격계 질

환, 정신적 작업강도와 근골격계 질환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발생시키는 기전에 대하여 아직 정확하

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보는 연구(Hales, 1994)와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생리적 기전을 통해 증상

을 유발 또는 증상에 대한 인지를 증가시키거나 증상에

대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는 즉, 질병발생의 만성화에 따른 이차적인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Bigos 등, 1991; Bonger 등, 1993).

선행연구에서는 정신적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

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지만, 유의한 관계를 밝히

지 못하였다(박병찬, 2005; 박병찬, 등 2003). 업무 단순

성,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요인

이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기 때문에(Bernard 등, 1994; Ekberg 등, 1994; Hales

등, 1994; Houtman 등, 1994),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여 알아본다면,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요인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 간의 직

ㆍ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 정신적 작업강도

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직접효과, 작업 년 수가 생

활습관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육체적 작업강도가

정신적 작업강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육체적

작업강도는 근골격계 질환과 유의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육체적 작업강도가 클수록 정신적 작업강도가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정신적 작업강도가 클수록 근골

격계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육체적 작업강도가 정신적 작업강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정신적 작업강도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밝힌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Leino-Arjas(1998)는 육체적 요소보다 정신적 스트레

스와 학력, 직위, 경제적 상태 같은 사회적 요소가 더

일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Bigos 등(1992)은 직무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작

업 중 거의 즐거움을 못 느낀다는 군의 상대적 위험도

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정신적 작업강도

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업의

특징상 작업 시간 중 쉬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

어 육체적 작업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이 연구에

서 육체적 작업강도를 근전도 또는 심박동수 같은 생체

역학적인 측정이 아닌 스스로 인식하는 육체적 작업강

도를 자기 기입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작업

강도가 근골격계 질환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

적 작업강도를 측정하여, 육체적 작업강도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 간의 경

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

다. 조선업종의 작업특성상 부정기적인 측면과 정량화

시키기 힘든 측면 및 복잡한 관련 요인들의 존재로 인

해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으

로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

호관련성을 가지는 위험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병찬, 2005).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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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모형 검증은 관련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관련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구조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표본 자료의 특성과 이론적 특성이 어느 정

도 일치하느냐에 대한 적합도 판단과정을 의미한다. 모

형의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측정, 증분적

합측정, 간명적합측정 등을 이용한다. 특히 절대적합측

정은 전체적인 모형의 추정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통해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 정도를 알아보는 측정으로써 χ2

통계치, 기초적합지수, 수정기초적합지수, 비교적합지수,

잔차평균자승이중근, 근사오차평균자승이중근 등의 지

수를 활용한다(김계수, 2006). 이 연구에서는 조선소 근

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 간의 경로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비교적합지수,

비표준화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 수정기초적합지수와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 결과가 적합도 판정 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높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관련법의 제정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의 조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다양한 연

구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요인 간의 종합

적인 고려를 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과 관련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관련 요인들 간의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요인 들은 이 연구의

모형에서 제시한 요인 외에 다양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측정한

요인들 외에 좀더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선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요인들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

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조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1,536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작업 년 수, 육체적 작업

강도, 정신적 작업강도, 근골격계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설문응답 내용

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한 1,532명에 대한 자료는 상관분

석과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관찰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근골격계 질

환은 작업 년 수, 육체적 작업강도, 그리고 정신적 작업

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5). 가설적 경로모형

의 부합도 결과에 의하면, 5개의 부합도 지수 모두가

기준 값을 통과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

은 연구모형으로써 필요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작업강도는 근골격계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p>.05), 육체적 작업강도, 작업 년 수, 그리고

생활습관은 근골격계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정신적 작업부담을 줄

이는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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