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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musculoskeletal disease in adults. 
Methods: The data of 7,421 adults appli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health behaviors (smoking, drinking, exercise, weight, 
sleeping, stress) and related with musculoskeletal disease form 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e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January to December, 2009.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Multi-
variate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WIN 17.0. Results: The prevalence rate of musculoskeletal disease was 30.6%. In multivariate 
analyses, the sex, age, BMI, stress and education were statistically strongly associated with most of musculoskeletal disease among 
adul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usculoskeletal disease prevention an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necessarily established and continuously managed in order to treat with the musculoskele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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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산업발달로 인한 자동화와 기계화의 도입으로 장시간에 걸쳐 반

복되는 단순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

되어 근육, 혈관, 관절,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손가

락, 손목, 어깨, 허리 등의 만성적인 통증과 감각이상을 초래하는

(Lee, 2007) 근골격계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환율

이 높은 질환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

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중요한 질환이라

고 할 수 있다(WHO, 2003). 우리나라의 근골격계질환은 1996년 이

후 증가하여 2004년에는 총 4,112건에서 2008년 6,733건으로 5년 동

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Labor, 2009).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요인은 반복적인 작업, 보편화된 컴퓨터 사

용,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Lee & Yim, 1998), 생활 양식의 변화와 습

관, 직무상 스트레스(Jeon, Sakong, Lee & Chung, 2001)와 운동(Sung, 

Sakong, & Chung, 2000)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세의 부적절함과 근육의 잦은 사용으로 지속적 작업은 

인대와 건을 약하게 만들고 만성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Kim, 

Jeon, & Park, 2002), 작업과 관련되는 요인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

지 원인이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중 근골격계질환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과체중등 잘못된 건강습관이 주요한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며(Lee, et al., 2007), 치료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처치는 심

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기도 한다. 

근골격계질환은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이나 운동에 제한받게 되

므로 질환,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능상의 장애와 통증 등으로 

인해 다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쇠퇴시킬 수 있으며, 치료과정과 

회복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Chung, 2002; Kim, 2002). 그러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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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위치와 역할을 상실하여 무능력하게 되고 자아존중감 저하, 

우울에 빠지게 되어 전반적인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골격계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호텔종사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특성과 근골격계 유병률(Kim & Moon, 2010), 수술실 간호사

의 부위별 근골격계 자각증상(Park & Lee, 2005), 제조업 여성근로자

의 근골격계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Kim, 2007), 중소규모 제조

업 근로자의 상지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Kim & 

Jung, 2004), 경인지역 여성근로자의 근골격계 장애 자각증상(Gee & 

Moon, 2007), 가사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과 관련요인

(Yoon, Choi, Kim & Lee, 2006)과 같이 직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다.

건강행태와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 연구에서는 비만은 관절염 

발생을 증가시키고(Huang et al., 2000), 저체중은 골다공증 유병률

을 높이며(Lee, Park, Chun & Kim, 1994), 규칙적인 운동은 골다공증, 

비만위험을 저하시키고(Lim, 2005), 수면부족은 신체 회복률 감소

와 통증으로 인한 내성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Lee, Doh, Bae, & Yoon, 1999). 또한 개인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피로, 식이섭취 등 생활습

성 관련 변수와 주관적 건강인식이 개인의 건강행태관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Park, Kang, & Park 2006; 

Yang, 2003), Park과 Bae (2003)의 연구에서도 사회 ·심리적 특성이 흡

연, 수면시간등 개인의 건강행태관련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위해 사회 ·심리적요인도 복합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함께 사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러나 전국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운동, 비만, 수면, 스트

레스와 같은 건강행태와 근골격계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의 관련

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인 손실을 막고 이를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하여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하여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행태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

행태와 근골격계질환 발생과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의 근골격

계질환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 보다 나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간

호중재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남

녀의 건강행태와 근골격계질환 발생과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

을 파악한다.

2)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

한다.

3) 성인의 건강행태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

석한다.

4) 성인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2009 국민건

강영양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건강행태와 근골격계질환 

발생과의 관련요인을 조사하는 분석연구(analytic study)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2009 국민건

강영양조사 중 건강면접조사, 건강행태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는 

200개 조사구를 계통 추출하여 조사한 것으로 인구 총 24,870명 중 

건강면접조사, 건강행태조사, 검진조사에 응답한 10,533명 중 20세 

이상 성인 남녀 7,421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실시하여 12월까지 2009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자료 중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이환조사에 의해 

조사된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1) 일반적 특성조사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 직업에 

대한 6개 변수를 활용하였고 이 중 직업은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직업군별로 표시된 항목에 응답한 경우를 직업이 있는 경우, 무직

과 가정주부를 직업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2) 건강행태조사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운동, 비만도, 수면, 스트레스에 대한 6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중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경

우를 흡연자로 분류하였고, 음주는 1년 중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경우를 음주자로 분류하였다. 비만은 BMI를 통해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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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분류하였고, 규칙적 운동은 시간과 관계없

이 1주일간 걸은 일수 중(5일, 6일, 7일) 적어도 10분 이상 운동한 경

우를 ‘규칙적 운동’을 한다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인

지 여부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다로 분류하였고, 수면은 8시간 이

전을 수면불충분으로 분류하였다. 

3) 근골격계질환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골다공

증, 류마치스성 관절염 등이 1개라도 있는 경우를 근골격계질환자

라고 의미하며, 이환조사에 의해 조사된 근골격계질환(골관절염,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은 유병 여부에 따라 근

골격계질환 유무를 분류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환의 차

이는 카이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건강행태가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7,421명 중 성별은 남자가 3,206명(43.2%), 여자가 4,215명(56.8%)

이었고, 연령은 40대 1,490명(20.1%), 30대 1,430명(19.3%), 50대 1,252명

(16.9%)의 순이었다. 경제수준은 하 1,854명(25.0%), 중하 1,839명(45.8%), 

상 1,840명(2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2,534명

(34.2%)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 1,937명(26.1%)이었다. 직업을 조

사한 결과 4,366명(58.8%)이 무직이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990명(40.3%)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6,402명(86.2%), 미혼이 

1,006명(13.6%)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

대상자의 BMI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본 결과 과체중 1,669명

(22.5%), 비만 2,365명(31.9%)이었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3,821

명(51.5%)이었으며,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3,567명(48.1%)이었다. 

흡연율은 1,664명(22.4%)이었으며, 음주율은 5,200명(70.1%)이었다. 

대상자의 2,199명(29.6%)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수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5,082명(68.5%)이었다

(Table 2).

3. 대상자의 근골격계질환 특성

대상자의 근골격계질환별 유병률은 요통 1,584명(21.3%), 관절염

1,083명(14.6%), 골관절염 960명(12.9%), 골다공증 461명(6.2%), 류마티

스성 관절염 148명(2.2%) 순이었고, 이 중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가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7,421)

Variables n %

Gender Male 3,206 43.2
Female 4,215 56.8

Age 20-29 960  12.9
30-39 1,430 19.3
40-49 1,490 20.1
50-59 1,252 16.9
60-69 1,219 16.4
≥ 70 1,070 14.4

Economic status Low 1,854 25.0
Medium-low 1,839 24.8
Medium-high 1,806 24.3
High 1,840 24.8
Others 82  1.1

Education level ≤ Elementary 2,074 27.9
Middle school 834  11.2
High school 2,534 34.2
≥ University 1,937 26.1
Others 42  0.6

Job Yes 2,990 40.3
No 4,366 58.8
Others 65  0.9

Marital status Marriage 6,402 86.2
Single 1,006 13.6
Others 13  0.2

Table 2. Health Behavior of Subjects (N = 7,421)

Variables n %

BMI < 23 3,190 43.0
23-24.9 1,669 22.5
≥ 25 2,365 31.9
Others 197 2.6

Exercise Yes 3,821 51.5
No 3,567 48.1
Others 33 0.4

Smoking Yes 1,664 22.4
No 5,757 77.6

Alcohol drinking Sometimes & frequently 5,200 70.1
Few 2,221 29.9

Stress Yes 2,199 29.6
No 5,191 70.0
Others 31 0.4

Sleep Enough 2,308 31.1
Not enough 5,082 68.5
Others 3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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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2,268명(30.6%)이었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비교

전체 대상자 중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정된 경우는 2,268명

(30.6%)이었으며, 그 중 남자가 614명(19.2%), 여자가 1,654명(39.2%)으

로 여자에서 근골격계질환이 판정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 < 0.01).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 0.01), 직업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기혼이 미혼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Table 4).

5. 건강행태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비교

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이환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음주를 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

았고, 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 < 0.05) (Table 5).

6. 근골격계질환 관련요인

근골격계질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비만도(BMI), 스트

레스, 교육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즉,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

가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2.866 (2.529-3.248)배 증가하였고, 

연령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될 상대 위험이 

높았으며, 비만도(BMI)가 증가할수록 근골격계질환에 걸릴 위험이 

1.267 (1.120-1.433)배 증가하였다. 스트레스는 받는 대상자가 1.716 

(1.512-1.949)배 높았으며, 교육은 대졸 이상인 대상자가 0.381 (0.312-

0.467), 고졸대상자 0.567 (0.477-0.673), 중졸대상자 0.762 (0.632-0.919)

로 초졸 이하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될 위험도가 낮았다(Ta-

ble 6).

논  의

근골격계질환은 관절 주위의 근육과 주변조직의 손상 및 통증으

로 근골격의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으로서 다른 만성질환

에 비해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Ministry of Health and Wel-

fare, 2002) 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

Table 3. Musculoskeletal Disease of Subjects     (N = 742) 

Variables n %

Arthritis Yes 1,083 14.6
No 6,338 85.4

Osteoarthritis Yes 960 12.9
No 6,461 87.1

Rheumatoid arthritis Yes 148 2.0
No 7,273 98.0

Osteoporosis Yes 461 6.2
No 6,960 93.8

Back pain Yes 1,584 21.3
No 5,837 78.7

Table 4. Musculoskeletal Disease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 7,421)

Variables

Musculoskeletal disease

Yes No
X2 p

n (%) n (%)

Gender Male 614 (19.2) 2,592 (80.8) 346.3 .000
Female 1,654 (39.2) 2,561 (60.8)

Age (yr) 20-29 96 (10.0) 864 (90.0) 1,261.5 .000
30-39 182 (12.7) 1248 (87.3)
40-49 289 (19.3) 1210 (80.7)
50-59 423 (33.8) 829 (66.2)
60-69 592 (48.9) 618 (51.1)
≥ 70 686 (64.1) 384 (35.9)

Economic Low 594 (32.0) 1,260 (68.0) 12.4 .002
  status M-low 607 (33.0) 1,232 (67.0)

M-high 532 (29.5) 1,274 (70.5)
High 521 (28.3) 1,319 (71.7)

Education ≤ Elementary 1,221 (58.9) 853 (41.1) 1,220.0 .000
  level Middle school 301 (36.1) 533 (63.9)

High school 499 (19.7) 2,035 (80.3)
≥ University 247 (12.8) 1,690 (87.2)

Job Yes 1,098 (25.1) 3,268 (74.9) 160.5 .000
No 1,167 (39.0) 1,823 (61.0)

Marital Marriage 2168 (33.9) 4,234 (66.1) 236.3 .000
  status Single 99 (9.8) 907 (90.2)

Table 5. Comparison of Musculoskeletal Disease by Heal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Musculoskeletal disease

Yes No
X2 p

n (%) n (%)

BMI < 23 845 (26.5) 2,345 (73.5) 43.8 .000
23-24.9 518 (31.0) 1,151 (69.0)
≥ 25 820 (34.7) 1,545 (65.3)

Exercise Yes 1,193 (31.2) 2,628 (68.8) 1.1 .300
No 1,074 (30.1) 2,493 (69.9)

Smoking Yes 315 (18.9) 1,349 (81.1) 136.7 .000
No 1,953 (33.9) 3,804 (66.1)

Alcohol Few 1,021 (46.0) 1,200 (54.0) 354.6 .000
  drinking S ometimes & 

frequently
1,247 (24.0) 3,953 (76.0)

Sleep Enough 676 (29.3) 1,632 (70.7) 3.04 .031
Not enough 1,591 (31.3) 3,491 (68.7)

Stress Yes 1,493 (65.9) 3,698 (71.2) 30.01 .000
No 774 (35.2) 1,425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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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는 2009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남

녀 성인의 건강행태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행태와 근골격계질환 발

생과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을 모

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건강행태를 음주, 비만도, 흡연,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년 중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음주율은 70.1%이었으며, 비만율은 31.9%, 흡연율은 22.4%이었고, 시

간과 관계없이 1주일간 걸은 일 수 중 적어도 10분 이상 운동하는 

경우는 51.5%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대상자의 68.5%가 수면이 충

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9.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근골격계 이환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7,421명 중 2,268명

이 근골격계질환을 갖고 있었으며(여성 39.2%, 남성 19.2%), 연령증가

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이 증가하여 60대 이상의 경우 30.8%

의 대상자가 근골격계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요통 21.3%, 관절염 14.6% , 골관절염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여성의 39.2%, 남성의 19.2%가 근골격계질환을 갖고 

있어 여성의 이환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Kim과 Moon (2010)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근골격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를 보인다. 또 여성근로자의 근골격계 자각

증상을 조사한 연구에서 전체대상자 292명 중 근골격계장애 자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245명으로 84%로 관련 자각증상을 호

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Gee & Moon, 2007) 본 연구결과

는 이들 선행연구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과 근골격

계장애 자각증상률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장애 자각증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et al., 

2000).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근

육의 강도 근섬유 종류의 분포차이, 호르몬차이 임신으로 인한 신

체변화와 같은 여러 생리학적 요인이 관여되기 때문으로(Kim et al., 

2003)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근골

격계질환 이환율이 높았으며, 이는 기혼자의 경우 육아와 가사노

동, 직장과 가정의 이중역할의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및 육체적 부

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Levy & Wegman, 1995), 따라

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장애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무직인 경우가 또한 이환율이 높았

다. 또한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환율이 높았는

데 이는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가 줄고 저학력일수록 질병에 대한 정보 또는 지식의 파악정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야기된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건강행태에 따른 근골격계 이환을 보면 비음주 대상자 

46%, 음주하는 대상자 24%가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는 Szoeke 등(2005)의 연구결과에서 술을 마시는 군이 마시지 않는 

군보다 관절염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연구와는 상반되는 결

과이다. 비흡연 대상자 33.9%, 흡연대상자 18.9%가 근골격계질환을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

져 있지만, Kim과 Moon (2010)의 연구에서도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의 위험도가 낮게 나타나 본연구와 일치

하였다. 운동하는 대상자가 운동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근골격계질

환 이환율이 높았는데, 이는 Lee 등(2007)의 연구에서 운동하지 않

는 대상자가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이 높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비만도의 경우 과체중 이상인 대상자가 정상체중 이하인 집단에 비

해 이환율이 높았다.

이는 Oh 등(2001)의 연구와 Lee 등(2007)의 연구에서도 BMI 수치

가 클수록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연구와 일

치하며, 또 비만도와 퇴행성관절염 발생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비만

도 증가에 따라 퇴행성관절염의 발생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Coggaon et al., 2001; Lim, 2005). 여러 연구에서도 비만이 관절

염 발생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Mili, Helmick, & Zack, 

2002) 향후 비만도와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

인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면의 경우 충분한 

수면 대상자보다 불충분한 수면의 대상자가 근골격계질환이 높았

는데 이는 Kim 등(2005)의 연구에서 수면을 덜 취한 사람이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일부 부위에서의 근골격계 증

Table 6.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in Mus-
culoskeletal Disease by General and Health Relating Characteristics

Vairables Odds ratio 95% Cl p

Gender Female 2.866 2.529-3.248 .000
Male 1

Age (yr) 20-29 1
30-39 1.311 1.001-1.718 .049
40-49 1.921 1.483-2.489 .000
50-59 3.458 2.647-4.516 .000
60-69 6.272 4.755-8.272 .000
≥ 70 11.876 8.857-15.923 .000

BMI 1.267 1.120-1.433 .000
Stress 1.716 1.512-1.949 .000
Education level ≤ Elementary 1 .004

Middle school .762 .632-.919 .000
High school .567 .477-.673 .000
≥ University .381 .312-.467 .000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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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소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연구와 일치하였다. 

스트레스는 받은 대상자가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근골격계 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감소와 통증감소에 대한 효과 평가를 한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칭

(Lee, 2004), 경락마사지(Choi & Kim, 2004), 수중운동(Pai, Ahn, & 

Kim, 2005), 타이치 운동(Lee & Jeong, 2006), 아로마 요법(Kim et al., 

2005), 아로마 요법과 온열병합요법(Park et al., 2008) 등이 증상감소

와 통증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나아가 

근골격계질환과 건강행태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평가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근골격계질환 이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

령, 비만도, 스트레스, 교육이 근골격계질환 이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될 위험도가 

2.866배 높았으며, 연령은 증가할수록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될 위험

도가 높고, 비만도는 증가할수록 근골격계질환에 걸릴 위험이 1.267

배 증가하였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근골격계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될 위험도

가 낮다. 근골격계질환 이환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분석한 연구결과

는 없으나 성별, 연령, 비만도, 스트레스,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이환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본 연구결과는 이들 변수에 대한 영향

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적절한 운동과 체중조절, 흡연절

제, 음주의 조절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남녀 성

인의 건강행태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행태와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음주율은 70.1%, 흡연율은 22.4%, 비만은 32.7%이

었으며, 스트레스는 29.6%이었으며, 수면은 68.5%가 불충분하였다. 

대상자의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7,421명 중 2,268

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골격계질환 이환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비만도, 스트레스, 교육이 근골격계

질환 이환에 영향을 미쳤다.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

만도가 증가할수록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될 위험도가 높았고,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교육이 낮을수록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될 위험

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만성질환인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지속

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음주, 흡연, 비만, 운동, 스트레스, 수면 등의 건강행태를 포함한 근

골격계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에 관한 요인분석

이 필요하며, 더욱 더 바람직한 건강행위에 관한 질적인 교육과 간

호중재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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