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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새로운 산업 구조와 변화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작업 
수행과 관련되어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직
업병 중 하나가 근골격계질환이다(Lee, 2003). 근골격
계질환의 발생은 노동자의 신체적 활동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근에 의한 노동
력 손실, 작업의 질 저하, 산재보상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
게 된다(Jung, 2010). 또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노

사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이슈화되었으며(Kim et al., 2010), 선진국에
서도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OSHA, 2005).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업무상 사고
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한다(MoEL, 2021a). 근골격계
질환은 진폐,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중독, 뇌심혈관질
환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2019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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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diagnostic disease among applicants 
for shoulder musculoskeletal disease.

Methods: In 2020, 47 diagnostic disease applicants were investigated for sociodemographic, health, work, job, 
and diagnostic disease characteristics. The data were corrected through on-site visit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with SPSS WIN23.0.

Results: Most of the applicants were male and elderly. They had high blood pressure(38.3%) and diabetes 
(21.3%), and the drinking rate and smoking rate were also high. The most common type of employment was 
daily worker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working condition was poor due to excessive working hours and 
short rest times. Most of the applicants for shoulder diagnostic diseases we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most common diagnostic disease was a rotator cuff tear.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usculoskeletal disease prevention program suitable for construction 
workers to reduce their work-related disease. When establishing a program, business type, task, and 
diagnostic disease must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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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자
는 총 15,996명이며 이 중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신
체부담작업 5,252명과 요통 4,177명이 발생되어 전체 
업무상 질병의 58.9%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다(MoEL, 2020a). 

산업재해보상법 상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
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
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MoEL, 
2020b).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
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MoEL, 
2021b), 대부분의 노동 현장에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근골격계질환 취
약 업종인 조선업(Kim et al., 2006), 제조업(Kim et 
al., 2009) 및 일용직 플랜트 건설업(Kim et al., 2014)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특성 및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직종인 
미용종사자(Song & Han, 2005), 환경미화원(Meoung 
et al., 2008), 운수노동자(Kim et al., 2008) 등에 대
하여도 자각증상 또는 인간공학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선행된 연구는 대부분 위험 업종, 직
종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관련 
요인 및 인간공학적 평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의 상병 종류 및 근무환경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상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근골
격계 상병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직업 및 직무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 상병
의 분포를 파악하여 노동자의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으로 2020년 산업재해를 청

구한 신청인 총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특별진
찰 결과에 따라 소견서에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대상자 
8명을 제외한 47명을 최종 자료로 활용하였다. 소견서 
결과 낮음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업무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신청자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
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직무 특성 및 
직업 특성을 확인하였고, 신청 상병의 특성을 파악하였
다. 모든 자료는 상병 신청자들의 현장을 방문하여 조
사하였다.

1)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신

장 및 몸무게를 확인하였고, 건강 특성으로 고혈압 및 
당뇨 여부, 음주, 흡연, 운동 및 취미생활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2) 직업 및 직무 특성
직업 특성은 업종, 주 작업, 총 경력, 유사직종 수행 

기간 및 타 직종 수행기간을 조사하였고, 직무 특성은 
고용형태, 근무형태, 1일 근무시간, 1주 근무시간, 1주 
근로횟수, 휴식시간 및 휴식빈도를 파악하였다.

2) 신청 상병의 특성
상병 특성으로 신청 상병의 어깨 부위, 우세 손을 확

인하였고, 신청 상병의 종류 및 수를 파악하였다. 신청 
상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병코드 분류를 기준으
로 구분하였다(HIRA, 2021).

3. 자료의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직업 및 

직무 특성은 SPSS(Version 23.0K, USA)를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또한 상병 신청자들의 상
병 부위 및 우세 손, 신청 상병 수, 신청 상병의 종류도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분포를 확인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신청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의 경우 남성이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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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50세 이상 59세 이하가 
40.4%(19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 신장은 160∼
169 cm 이하가 55.3%(26명)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
었고 평균 신장은 167.9 cm이었다. 체중의 평균은 
69.1 kg이었고, 60∼70 kg 미만이 34.0%(16명)로 가
장 많았으며, 60 kg 이상의 체중은 85.1%(40명)로 확
인되었다.

2) 건강 특성
Table 2는 건강 특성을 조사한 결과로 어깨 부위 근

골격계 상병 신청자는 38.3%(18명)가 고혈압, 21.3% 
(10명)가 당뇨 질환자로 확인되었다. 음주율은 42.6% 
(20명)이었고, 1회 평균 음주량은 1.2병이었으며 주당 
평균 음주 빈도는 2.1회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율은 
44.7%(21명)이었고 1일 평균 흡연량은 0.7갑으로 조사
되었다. 운동 및 취미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83.0% 
(39명)로 대부분이었다.

3) 직업 특성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신청자의 직업 특성으로 업

Variables Classification No. of subjects Percentage(%)
Gender Male 38 80.9

Female 9 19.1
Age(years) <50 13 27.7

50∼59 19 40.4
≥60 15 31.9

Mean(years)±S.D. 54.04±7.64
Height(cm) 〈160 5 10.6

160∼169 26 55.3
≥170 16 34.0

Mean(cm)±S.D. 167.91±6.51
Weight(kg) 〈60 7 14.9

60∼69 16 34.0
70∼79 13 27.7
≥80 11 23.4

Mean(kg)±S.D. 69.11±10.55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o. of subjects Percentage(%)
Hypertension   Yes 18 38.3

  No 29 61.7
Diabetes   Yes 10 21.3

  No 37 78.7
Drinking   Yes 20 42.6

  No 27 57.4
  Average drinking amount per time(based on soju) 1.19±0.65
  Average number of drinks per week 2.14±1.51

Smoking   Yes 21 44.7
  No 26 55.3
  Average smoking amount per day(pack) 0.70±0.27

Exercise & Hobbies   Yes 8 17.0
  No 39 83.0

Table 2. Health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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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ification No. of subjects Percentage(%)
Industrial classification   Manufacturing 15 31.9

  Service 14 29.8
  Construction 18 38.3

Main task   Installation 11 23.4
  Welding 1 2.1
  Transportation 21 44.7
  Driving 4 8.5
  Making 4 8.5
  Cleaning 2 4.3
  Abatement & elimination 4 8.5

Work duration(years)   <10 19 40.4
  10∼19 23 48.9
  ≥20 5 10.6

Mean(years)±S.D. 11.94±5.95
Work duration of similar job performance   <5 15 31.9

  5∼9 13 27.7
  10∼14 10 21.3
  ≥15 9 19.1

Mean(years)±S.D. 9.10±5.52
Work duration of other job performance   <10 44 93.6

  ≥10 3 6.4
Mean(years)±S.D. 2.84±4.69

Table 4. Job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o. of subjects Percentage(%)

Employment type   Regular 20 42.6
  Contract 6 12.8
  Daily 21 44.7

Working type   Fixing work 45 95.7
  Shift work 2 4.3

Working time(hours)   ≤8 22 46.8
  >8 25 53.2

Mean(hours)±S.D. 8.79±1.42
Working time per week(hours)   ≤40 17 36.2

  >40 30 63.8
Mean(hours)±S.D. 47.04±9.93

No. of working days per week   ≤5 27 57.4
  >5 20 42.6

Mean(hours)±S.D. 6.53±8.01
Rest time(min)   ≤60 44 93.6

  >60 3 6.4
Mean(min)±S.D. 33.19±60.08

No. of breaks   ≤1 32 68.1
  >1 15 31.9

Mean(no.)±S.D. 0.98±1.13

Table 3. Work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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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건설업이 38.3%(18명), 제조업 31.9%(15명) 및 
서비스업 29.8%(14명) 순이었다(Table 3). 주로 수행
하는 작업은 운반이 44.7%(2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설치 23.4%(11명), 운전, 제작, 해체 및 제거가 
각각 8.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 경력은 10∼20년 
미만이 48.9%(23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 경력은 약 
12년으로 파악되었다. 유사직종 수행기간은 5년 미만이 

31.9%(15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 수행기간은 9.1년으
로 조사되었으며, 타직종 수행기간은 10년 미만이 
93.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 직무 특성
Table 4는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신청자의 직무 

특성으로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44.7%(21명)로 가장 

Variables Classification No. of subjects Percentage(%)
Diagnostic disease region Left 10 21.3

Right 36 76.6
Both 1 2.1

Dominant hand Left 2 4.3
Right 42 89.4
Both 3 6.4

Table 6. Number of shoulder diagnostic diseases & application status
No. of diagnostic diseases No. of applied subjects Percentage(%)

1 19 40.4
2 18 38.3
3 10 21.3

Table 7. Characteristics of shoulder application diagnostic disease
CODE of diagnostic diseases No. of subjects Percentage(%)

M1391(Arthritis, unspecified, shoulder region) 1 1.2
M1901(Primary arthrosis of other joints, shoulder region) 1 1.2 
M2411(Other articular cartilage disorders, shoulder region) 1 1.2
M2431(Pathological dislocation and subluxation of joint, NEC, shoulder region) 1 1.2
M6641(Spontaneous rupture of other tendons, shoulder region) 1 1.2
M7251(Fasciitis, NEC, shoulder region) 1 1.2 
M750(Adhesive capsulitis of shoulder) 1 1.2
M751(Rotator cuff or supraspinatus tear or rupture) 39 45.9
M751.8(Rotator cuff complete rupture) 3 3.5
M752(Bicipital tendinitis) 2 2.4
M753(Calcific tendinitis of shoulder) 1 1.2
M754(Impingement syndrome of shoulder) 20 23.5
M755(Bursitis of shoulder) 1 1.2
M758(Other shoulder lesions) 9 10.6
S434(Sprain and strain of shoulder joint) 1 1.2
S4608(Injury of muscle(s) and tendon(s) of the rotator cuff of shoulder, 

other and unspecified injury)
1 1.2

S4670(Injury of multiple muscles and tendons at shoulder and upper arm 
level, laceration)

1 1.2

Table 5. Region of diagnostic disease & dominant hand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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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1일 근무 시간의 경우 8시간 초과가 46.8%(22
명)로 확인되었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8시간이었다. 
또한 1주 근무시간의 경우 40시간 초과가 63.8%(30명)
이었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7.0시간으로 파악되었다. 
휴식시간은 60분 이하가 93.6%(44명)로 대부분이었으
며, 평균 휴식시간은 33.2분이었고, 휴식 빈도의 경우 1
일 1회 미만이 31.9%(15명)로 확인되었다.

2. 어깨 부위 신청 상병의 특성
1) 상병 부위 및 우세 손

업무 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신청자
의 신청 상병 부위는 우측이 76.6%(36명)로 좌측 
21.3%(10명)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양손의 
경우도 2.1%(1명)로 확인되었다(Table 5). 우세 손의 
경우 우측이 89.4%(42명)로 대부분이었고 좌측 4.3%(2
명), 양손 6.4%(3명)로 조사되었다.

2) 신청 상병 수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신청자 47명은 중복 신청

을 포함하여 총 85개의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
해를 신청하였다. 어깨부위 1개 상병 신청자가 40.4% 
(19명)로 가장 많았고 2개 상병 38.3%(18명), 3개 상병 
신청도 21.3%(10명)로 조사되었다(Table 6).

3) 신청 상병의 종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신청 상병의 

종류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병코드에 따라 분류하였
을 때 M751(회전근개 파열)이 45.9%(39명)로 가장 많
았다(Table 7). 그 다음으로 M754(어깨 충격증후군) 23.5% 
(20명), M758(기타 어깨병변) 10.6%(9명), M751.8(회
전근개 전층 파열)은 3.5%(3명), M752(이두근 건염)은 
2.4%(2명) 순이었다.

Ⅳ. 고    찰

근골격계질환은 목, 어깨, 손, 손목, 팔, 허리 및 다리 
등을 포함한 상지, 하지 및 허리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에 발생하는 장해로써,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움직
이는 동작, 작업에 과도한 힘 요구, 국소 및 전신 진동, 
부자연스러운 자세, 기계적인 압박 및 기타 인간공학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정의하고 있다(OSHA, 
2011). 우리나라는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다양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만 근골격계질환자는 매년 전체 업무상 질병의 50%를 
상회하고 있다(MoEL, 2020a). 그동안 수행된 국내 연
구들은 업종 또는 직종에 국한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증
상 및 인간공학적 평가 등에 대하여 진행되었고, 특정 
신체부위 또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병의 종류 등을 확
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신청자를 대상
으로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 상병의 분포를 파악
하였다. 

어깨 부위 상병 신청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별은 남성(80.9%)이 여성(19.1%)에 비해 많았는데 이
는 2019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
한 질병이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일치
한다(MoEL, 2020a). 연령은 50∼59세가 40.4%이고 
60세 이상이 31.9%로 대부분 고령 노동자들에게서 어
깨 부위 상병 신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도 신체부담작업으로 발
생하는 근골격계질환자 연령이 50∼59세(1,897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동일한 경향이다. 근골
격계질환은 신체의 일부분에 대한 충격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Kim et al., 2001) 고령 노
동자에게 발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건강 
특성으로 고혈압 질환자 38.3%, 당뇨 질환자는 21.3%
로 확인되었고, 음주율은 42.6%, 흡연율은 44.7%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기준 만 30세 이상의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 14.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
준이고, 고혈압 유병률 31.1%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상병 신청자들이 고령자로 구성된 것이 원
인이다(KOSIS 2021). 또한 조사된 흡연율 44.7%는 
우리나라 2019년 기준 만 19세 이상 흡연율 전체 
21.5%, 남자 35.7%로 이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음주율(42.6%)의 경우 정확한 국가통계자료가 없어 비
교에 무리가 있지만 1회 평균 음주량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 음주율 12.6%
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KOSIS, 2021). 따
라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병 신
청자들은 고령의 생활습관이 좋지 않은 만성질환자들
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
해서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직무 특
성으로 고용형태는 일용직이 44.7%로 높게 확인되었
는데 연구 대상이 건설업에 많이 분포되어 나타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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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추정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가 46.8%, 
1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이 93.6%로 높게 나타나 노동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골
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
중관리와 적절한 휴식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상병 신청은 회전근개 
파열이 45.9%로 가장 많았고 어깨 충격증후군 23.5%, 
기타 어깨병변이 10.6%를 차지하였다. 이는 어깨 부위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승인현황을 파악한 Jung & 
Kim(2020)의 선행연구 결과 회전근개 파열 76.8%, 충
돌증후군 9.7%, 관절와순 파열 3.5% 등으로 보고한 순
위와 유사하였다. 또한 어깨 부위 신청 상병 수가 2개
인 경우가 38.3%, 3개인 경우도 21.3%를 차지하여 상
병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
전근개 파열을 특정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고, 
일부 지역의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상
병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신청 상병의 분포
를 파악하여 향후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어깨 부위 상병 신청자는 남성과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고혈압과 당
뇨 유질환자도 많았고, 음주율 및 흡연율도 높은 수준이
었다. 고용형태는 일용직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환경은 
초과근무 및 짧은 휴식시간으로 열악하였다. 어깨 부위 
상병 신청자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고, 주 작업은 운반, 
설치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청 상병은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많았고, 신청 상병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깨부위 근골격계질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고
령, 만성질환자 및 일용직에 대한 선택적 관리가 필요하
고,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근무조건 개선도 요구된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청 상병이 가장 많은 회
전근개 파열을 위한 방안은 반드시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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