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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culoskeletalSymptomsofDentalHygienistinSeoul
                             Min,Joung-Lan R.D.H.

Advisor:Prof.Kim,Dong-Kie.D.D.S.,M.S.D.,Ph.D.
DepartmentofHealth,
GraduateSchoolofHealth,
ChosunUniversity.

 Work-relatedmusculoskeletaldisorders(WMSDs)areamajoroccupational
healthproblem.Dentalhygienistsfrequentlycomplainofmusculoskelatalsymptoms
becauseoflongstandingtime,thebendingoftheheadandlow back,twisting
ofthewrist,repetitivesimplejobpattern,inadequateworkingposture
Therefore,thepurposeofthisstudywastoprovidemusculoskeletaldisorders
statusofdentalhygienistinSeoul.TheSurveywasself-reportedquestionnaires
of425dentalhygieniststhat400dentalassociation(approximately10%)inSeoul.

Theresultsareasfollows:
1.38.6% oforalhygienistsurveyedhad1~3yearsworking experienceand
theirfrequentworktypewastreatmentassistancewith53.2%

2.85.6% wascomplainedmusculoskeletalsymptoms.Shoulder,waist,leg/foot,
neck,hand/wrist/finger,arm/elbow symptoms were 72.0%,65%,59.7%,
58.8%,57.2%,36.2%,respectively.

3.The rate ofmusculoskeletalpain was increased with years ofclinical
experience(77.7%,90.1%,91.8%)(p<0.05)andalsopainoftheeachpartof
thebodywasdeepene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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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orktypewasalsoinfluencedthepainrateWhentheoralhygienistdid
hygienictreatment(scalingetc)andtreatmentassist,thepainratewasup
to85% andconsultingormedicalinsuranceclaim was78%.

5.Pain-lasting timewasrevealedbelow aweekinweekpain andovera
monthinseverpain(p<0.001).

Based on the study results regarding the prevention ofmusculoskeletal
system disordersindentalhygienists,itisrequiredtorecognizetheriskof
musculoskeletalsystem disordersandtocorrectaninadequateworkingposture.
Atthesametime,weshouldmakeeffortstomaintaingoodpostureconstantly
andimprovepreventionprograms.



Ⅰ.서 론

최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직업이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반복 작업을 요하는 직업이 늘어남으로써,그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은 1994년 산재보상보험
법 시행규칙(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95)에 의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이후,2002년 한 해 동안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허리 등이 아프거나 마비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근골
격계 질환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1,827명으로 전년의 1,634명에 비해 11.8% 증가
하였으며1),2003년에는 4,532명으로 전년에 비해 148.1% 늘어났다2).미국의 경우
는 세계노동기구가 1960년대에 반복 작업 손상에 대해 언급한 이후,1990년에 근
골격계 질환이 상위 10대 직업성 질환으로 선정되었고3),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미
국은 1999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자가 전체 직업병의 66.3%로 나타났다4).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 질환을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목․어깨․팔․팔꿈치․손목․손등의 신경․건․근육 및 그 주
변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이라 정의하고 있다.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반복적인 동작,부적절한 작업 자세,무리한 힘의 사용,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
촉,진동 및 온도 등 이라고 규정하였다5).
구강진료와 관련된 근골격계 증상에 관한 연구로서 Milerad(1991)은 잘못된 진료
자세와 습관,치주치료 등의 반복되는 작업성 특성과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
여 근골격계 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6),Marcus등(1996)은
근골격계 질환의 유발 인자로 근속기간,업무상 스트레스,불편한 작업 공간 등에
서 연관성을 찾았다7). Macdonald(1987)은 진료 중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거나,



고개를 20도 이상 숙이는 것은 목과 허리 근육주위에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된
다고 보고하였다8).Osborn(1989)는 환자와 술자의 위치나 자세가 근골격계 통증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조사 대상자의 68%가 허리,목,어깨,등,팔,다리,엉
덩이,가슴에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고 이 중 34%의 치위생사들은 근골격계 통증이 진
료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9).Gravois(1980)는 허리 64.0%,근육통 62.7%,목통
증 50.7%으로 치위생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였다10).

국내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높을 것으로 추
정되는 자동차 생산직 근로자․VDT작업자․조선업 근로자․상지 단순 반복 작업
자․미용사․전자렌지 조립업자․교향악단 연주자․여성 국제 전화 교환원․일부
의료 서비스업 VDT작업자11-21)의 연구가 보고 된 바 있으나,보건인력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구강보건인력에 대한 연구로는 유 등(1994)22)과 전 등
(2001)23)이 치과의사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였고,정 등
(2002)24)은 치과기공사의 근골력계 증상에 대해 연구하였다.치과위생사에 대한
연구로서 정(2003)25)은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과 관련요인을 보고하였으며,하
(2003)26)는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상태를,주(2004)27)는 근골격계 증상과 업무와의
관련요인을,심(2004)28)은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바 있다.
치과위생사의 진료자세는 대부분 목이 숙여지고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고 팔이
올라간 자세로 서서,또는 앉아서 진료와 진료협조를 행하기 때문에 신체 특정부
위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장시간 근육의 긴장이 따르게 되므로29),근골격계
질환은 치과위생사에게 흔히 발생될 수 있다.해마다 70% 가량의 치과위생사들이
허리,목 그리고 어깨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이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수근
관증후군의 증상은 일반 대중에서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30)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요
인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구체적인 목적은 첫째.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근골격계 질
환의 양상을 파악하고,둘째.치과위생사의 근무특성,진료자세 및 진료위치를 파
악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며,셋째.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방안을 연구 고찰하는 것이다.



Ⅱ.연구대상 및 방법

222...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2005년 7월까지 서울시 치과의사회에 가입된 치과의원 수 3,797개소를 25개 구로
분류한 다음 각 구별로 2005년 서울시 치과 의사회 명부31)에서 약 10%의 치과의
원을 단계별 무작위 추출하였다.치과의원 400개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응답이 불분명한 자료를 제
외한 425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2...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
사표32)와 치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업무 특성,진료자세 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
한 후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2005년 8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설문조사요원 2명이 대상자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다.

222...333...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연구내용으로 일반적 특성은 연령,결혼유무,근무경력,규칙적인 여가 및 취미
등을 조사하였고,업무특성은 업무형태,1일 근무시간,업무의 육체적 부담정도 등
을 조사하였다.근골격계 증상은 목,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다리/
발로 구분하여 통증부위,지속시간,통증정도,최근 1년간 통증유무.최근 1주일간
통증유무,통증완화방법 등을 조사하였으며,진료자세는 올바른 진료자세 유무,시
술부위별 진료위치,진료와 진료협조시 자세 등을 조사하였다.



근골격계의 자각증상은 NIOSH(NationalInstituteforOccupationalSafetyand
Health)의 정의에 따라 적어도 1주일 이상 또는 과거 1년간 적어도 한달에 한번이
상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함,화끈거리는 느낌,무
감각,찌릿찌릿함)이 존재하는 경우로 하였다.통증정도는 약한통증을 약간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느낀다로,중간통증은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
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로 하였으며,심한통증은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
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로,매우 심한 통증은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로 하였다.

표 1.설문지 구성

222...444...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설문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packageofSocialScience)
10.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경력과 주요업무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을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검정( -test)을 실시하여 집단간 유의성검정을 하였다.

구 분 항 목
일반적 특성 연령,결혼여부,근무경력,규칙적 여가․취미,가사노동시간,

질환유무 등

업무 특성 업무형태,1일 근무시간,육체적 부담정도

근골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증상유무,통증부위,통증지속시간,통증정도,
증상 최근 1년간 통증유무,최근 1주일간 통증유무,통증완화방법 등

진료자세 올바른 진료자세유무,부위별 시술위치,진료 및 진료협조시
자세



Ⅲ.연 구 결 과

333...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업업업무무무특특특성성성
333...111...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령층별 분류에서는 20-25세가 51.3%로 가장 많았고,26-30세 36.9% 이었으며,
31이상이 11.8%이었다.결혼유무는 미혼이 76.9%로 많았으며,기혼이 23.1%이었
다.근무경력은 1-3년 경력자가 38.6%로 가장 많았고,4-5년 경력자는 29.9%이며,
6년 이상은 31.5% 이었다.규칙적인(1주일에 2-3회,30분 이상)여가 및 취미활동
을 하지 않는 경우는 53.9%였고,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는 대상자 중에서는 컴퓨
터 관련활동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사노동시간은 1-2시간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 분 항 목 N %
연령층 20-25세 218 51.3

26-30세 157 36.9
31-35세 40 9.4
36세 이상 10 2.4

결혼유무 기 혼 98 23.1
미 혼 327 76.9

근무경력 1-3년 164 38.6
4-5년 127 29.9
6년 이상 134 31.5

여가․취미 컴퓨터 관련활동 130 30.6
악기연주/뜨개질 등 42 9.9
테니스/축구 등 24 5.6
해당없음 229 53.9

가사노동시간 거의 하지 않음 110 25.9
1-2시간 268 63.1
3시간 이상 47 11.0



333...111...222...업업업무무무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업무형태는 진료,진료보조,상담과 의료보험청구 업무를 우선순위로
조사하였다.진료협조가 53.2%로 가장 높았으며,진료(스켈링 외)29.4%,상담과
의료보험청구가 17.4%로 나타났다.1일 근무시간으로는 8시간이 52.7%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업무의 육체적 부담은 52.7%가 약간 부담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
으며,견딜만함이 26.1%,매우 부담이 19.8% 순이었다.

표 3.업무특성
구 분 항 목 N %
업무형태 진 료(스켈링 외) 125 29.4

진료협조 226 53.2
상담,의료보험청구 74 17.4

1일 근무시간 7시간 미만 66 15.5
8시간 224 52.7
9시간 87 20.5
10시간 이상 48 11.3

육체적 부담 전혀 없음 6 1.4
견딜 만함 111 26.1
약간 부담 224 52.7
매우 부담 84 19.8



333...222...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 업업업무무무특특특성성성
333...222...111...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 업업업무무무형형형태태태
경력기간별 업무형태는 경력기간이 1-3년 경력자의 경우 진료협조가 64.0%로 가
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진료(스켈링 외)는 24.4%,상담과 의료보험청구는 11.6%이
었다.4-5년 경력자는 진료와 진료협조가 42.5%로 동일하였으며,상담/의료보험청
구는 15.0%로 나타났다.6년 이상 경력자는 진료협조가 50.0%,상담과 의료보험청
구는 26.9%,진료는 23.1%이었으며 경력기간별 주요업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

표 4.경력기간별 업무형태 단위 :명(%)

*카이제곱검정,p<0.05

333...222...222...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 업업업무무무의의의 육육육체체체적적적 부부부담담담
경력기간별 업무의 육체적 부담은 각각의 경력기간에서 약간부담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매우부담은 23.2%이었으며,4-5년 경력자는
매우부담이 21.3%,6년 이상 경력자는 매우부담이 14.2%로 나타났으며,경력기간
이 낮을수록 업무의 육체적 부담이 높게 조사되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표 5.경력기간별 업무의 육체적 부담 단위 :명(%)

카이제곱검정,p>0.05

경력기간 업 무 형 태 계진료* 진료협조* 상담/의료보험청구*

1-3년 40(24.4) 105(64.0) 19(11.6) 164(100.0)
4-5년 54(42.5) 54(42.5) 19(15.0) 127(100.0)
6년이상 31(23.1) 67(50.0) 36(26.9) 134(100.0)
계 125(29.4) 226(53.2) 74(17.4) 425(100.0)

경력기간 전혀없음 견딜만함 약간부담 매우부담 계
1-3년 4(2.4) 38(23.2) 84(51.2) 38(23.2) 164(100.0)
4-5년 1(0.8) 32(25.2) 67(52.8) 27(21.3) 127(100.0)
6년이상 1(0.7) 41(30.6) 73(54.5) 19(14.2) 134(100.0)
계 6(1.4) 111(26.1) 224(52.7) 84(19.8) 425(100.0)



333...333...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333...333...111...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부부부위위위 및및및상상상해해해경경경험험험
근골격계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5.6%이었으며,근골격계 증상부위는 어깨
가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는 허리 65.0%,다리/발 59.7%,목
58.8%,손/손목/손가락 57.2% ,팔/팔꿈치 36.2%이었다.
과거 운동 혹은 사고로(교통사고,넘어짐,추락 등)인한 상해경험 유무에서는
29.2%가 상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그 중 상해를 입은 부위는 손/손가락/
손목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근골격계 증상,부위 및 상해경험

     

구 분 항 목 N %
근골격계 없음 61 14.4
증상유무 있음 364 85.6

근골격계 목 249 58.8
증상부위 어깨 306 72.0

팔/팔꿈치 154 36.2
손/손목/손가락 243 57.2
허리 276 65.0
다리/발 254 59.7

상해경험 없음 301 70.8
있음 124 29.2

손/손가락/손목 39 31.5
팔/팔꿈치 16 12.9
어깨 9 7.2
목 12 9.6
허리 13 10.4
다리/발 35 28.4



333...333...222...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증증증상상상부부부위위위별별별 통통통증증증경경경험험험

근골격계 증상부위별 통증경험은 표 6과 같다.
통증부위는 오른쪽,왼쪽,양쪽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목과 어깨 통증부위는 양쪽
이 39.8%,50.8%이었으며,팔/팔꿈치는 오른쪽이 19.6%,손/손목/손가락은 오른쪽
이 34.6%,허리는 양쪽이 44.5%,다리/발은 양쪽이 40.0%로 나타났다.
증상부위별 통증 지속시간은 1주일 미만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1주일-1
달 미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허리 14.4%이었으며,다리/발은 13.6%,어깨는
12.9%,손/손목/손가락은 11.5% 순서 이었다.
증상부위별 통증정도는 중간통증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심한통증은 허리
와 어깨가 19.0%,다리/발이 13.9%,손/손목/손가락이 8.7%이었다.
증상부위별 최근 1년간 통증빈도는 다리/발을 제외한 부위에서 2-3달에 1번의 통
증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주일에 1번이하의 통증경험은 어깨 24.7%,다리
/발이 23.3%,허리 20.2%,목 17.4%이었다.
증상부위별 최근 1주일간 통증유무에서는 어깨 통증경험이 53.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허리 44.7%,다리/발은 42.4%,목 38.6%이었다.
증상부위별 최근 1년간 증상완화방법으로 치료안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치료시 팔/팔꿈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병원․한의원 치료가 6.6-23.8%로 높
게 조사되었으며,어깨통증의 완화방법은 약국치료가 13.9%,팔/팔꿈치 7.3%이었다.



표 7.근골격계 증상부위별 통증경험 단위 :명(%)

구 분 분 류 증 상 부 위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통증 오른쪽 55(12.9) 65(15.3) 83(19.6) 147(34.6) 50(11.8) 46(10.8)
부위 왼쪽 25(5.9) 25(5.9) 23(5.4) 32(17.5) 37(8.7) 38(8.9)

양쪽 169(39.8)216(50.8) 48(11.3) 64(15.1)189(44.5) 170(40.0)
없음 176(41.4)119(28.0) 271(63.7) 182(42.8)149(35.0) 171(40.2)

통증 1주일 미만 204(48.0)220(51.8) 111(26.1) 188(44.2)186(43.8) 177(41.7)
지속 1주일-1달미만 31(7.3) 55(12.9) 38(8.9) 49(11.5) 61(14.4) 58(13.6)
시간 1달이상 15(3.6) 32(7.6) 6(1.4) 7(1.6) 30(7.0) 20(4.8)

없음 176(41.4)118(27.8) 270(63.5) 181(42.6)148(34.8) 170(40.0)

통증 약한통증 80(18.8) 59(13.9) 57(13.4) 84(19.8) 52(12.2) 62(14.6)
정도 중간통증 135(31.8)166(39.1) 75(17.6) 122(28.7)140(32.9) 134(31.5)

심한통증 35(8.3) 81(19.0) 23(5.4) 38(8.7) 81(19.0) 59(13.9)
없음 176(41.4)118(27.8) 270(63.5) 181(42.6)148(34.8) 170(40.0)

최근1년간 2-3달에1번 125(29.4)123(28.9) 65(15.2) 123(28.9)121(28.4) 93(21.9)
틍증빈도 1달에 1번 51(12.0) 79(18.6) 61(14.4) 68(16.0) 70(16.5) 63(14.8)

1주일에1번이하 74(17.4)105(24.7) 28(6.6) 53(12.5) 86(20.2) 99(23.3)
없음 176(41.4)118(27.8) 271(63.8) 181(42.6)148(34.8) 170(40.0)

최근1주일 있음 164(38.6)227(53.4) 62(14.6) 119(28.0)190(44.7) 180(42.4)
통증유무 없음 86(20.2) 80(18.8) 96(22.6) 125(29.4) 85(20.0) 74(17.4)

최근1년간 병원․한의원치료 98((23.1) 94(22.1) 28(6.6) 67(15.8)101(23.8). 57(13.4)
증상완화 약국치료 20(4.7) 59(13.9) 31(7.3) 38(8.9) 37(8.7) 36(8.5)
방법 병가,산재 0(0) 0(0) 0(0) 4(0.9) 0(0) 2(0.5)

작업전환 2(0.5) 4(0.9) 0(0) 1(0.2) 2(0.5) 3(0.7)
치료안함 130(30.6)149(35.1) 101(23.8) 135(31.8)136(32.0) 155(36.5)
없음 176(41.4)119(28.0) 265(62.4) 180(42.4)149(35.1) 172(40.5)



333...444...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증증증상상상
333...444...111...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 통통통증증증경경경험험험
경력기간별 통증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년 경력자가 77.7%이었으며,4-5년 경
력자 90.1%,6년 이상 경력자가 91.8%로 경력기간이 많을수록 통증경험은 높게
조사되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표 8.경력기간별 통증경험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01

333...444...222...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 통통통증증증부부부위위위
경력기간별 통증부위는 목,어깨,허리,다리/발의 경우 양쪽의 통증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팔/팔꿈치는 통증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손/손목은 오른쪽의 통증
이 높게 조사되었다.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목목목의의의 통통통증증증경험은 63.2%이었고,4-5년인 경우는 65.9%,
6년 이상인 경우는 75.3%로 경력기간이 증가할수록 목의 통증경험이 높게 조사되
었으며 경력기간별 통증부위는 양쪽의 통증이 43-48%로 높게 조사되었다.경력기
간별 목의 통증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어어어깨깨깨의의의 통통통증증증경험은 77.2%이었고,4-5년인 경우는
95.4%,6년 이상인 경우는 90.4%로 경력기간이 증가할수록 어깨의 통증경험이 높
게 조사되었으며 경력기간별 통증부위는 양쪽의 통증이 51-67%로 높게 조사되었
다.경력기간별 어깨의 통증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구분 분류 경 력 기 간 p값1-3년 4-5년 6년이상 전체
업무통증 있다 136(77.7) 82(90.1) 146(91.8) 362(85.2)

0.000없다 39(22.3) 9(9.9) 13(8.2) 63(14.8)
전체 175(100) 91(100) 159(100) 425(100)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팔팔팔///팔팔팔꿈꿈꿈치치치의의의 통통통증증증경험은 32.4%이었고,4-5년인 경우는
40.2%,6년 이상인 경우는 53.4%로 경력기간이 증가할수록 팔/팔꿈치의 통증경험
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경력기간별 통증부위는 오른쪽의 통증이 16-30%로 높게
조사되었다.경력기간별 팔/팔꿈치 통증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손손손///손손손목목목///손손손가가가락락락의 통증경험은 57.4%이었고,4-5년인
경우는 70.7%,6년 이상인 경우는 74.0%로 경력기간이 증가할수록 손/손목/손가락
의 통증경험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경력기간별 통증부위는 오른쪽의 통증이
36-44%로 높게 조사되었다.경력기간별 손/손목/손가락의 통증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허허허리리리의 통증경험은 72.1%이었고,4-5년인 경우는
75.6%,6년 이상인 경우는 80.1%로 경력기간이 증가할수록 허리의 통증경험이 높
게 조사되었으며 경력기간별 통증부위는 양쪽의 통증이 50-54%로 높게 조사되었
다.경력기간별 허리의 통증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다다다리리리///발발발의 통증경험은 63.2%이었고,4-5년인 경우는
70.7%,6년 이상인 경우는 76.0%로 경력기간이 증가할수록 다리/발의 통증경험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경력기간별 통증부위는 양쪽의 통증이 43-50%로 높게 조사되
었다.경력기간별 허리의 통증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9.경력기간별 통증부위

카이제곱검정, *p<0.05

구 분 분 류 경 력 기 간 p값1-3년 4-5년 6년이상
목 없음 50(36.8) 28(34.1) 36(24.7)

0.062오른쪽 23(16.9) 9(11.0) 23(15.8)
왼쪽 4(2.9) 5(6.1) 16(11.0)
양쪽 59(43.4) 40(48.8) 71(48.6)

어깨* 없음 31(22.8) 12(14.6) 14(9.6)
0.039오른쪽 27(19.9) 11(13.4) 27(18.5)

왼쪽 8(5.9) 4(4.9) 13(8.9)
양쪽 70(51.5) 55(67.1) 92(63.0)

팔/팔꿈치* 없음 92(67.6) 49(59.8) 68(46.6)
0.031오른쪽 23(16.9) 16(19.5) 44(30.1)

왼쪽 6(4.4) 6(7.3) 11(7.5)
양쪽 15(11.0) 11(13.4) 23(15.3)

손/손목/손가락 없음 58(42.6) 24(29.3) 38(26.0)
0.126오른쪽 49(36.0) 33(40.2) 65(44.5)

왼쪽 10(7.4) 8(9.8) 14(9.6)
양쪽 19(14.0) 17(20.7) 29(19.9)

허리 없음 38(27.9) 20(24.4) 29(19.9)
0.235오른쪽 20(14.7) 11(13.4) 19(13.0)

왼쪽 9(6.6) 6(7.3) 22(15.1)
양쪽 69(50.7) 45(54.9) 76(52.1)

다리/발 없음 50(36.8) 24(29.3) 35(24.0)
0.424오른쪽 16(11.8) 10(12.2) 20(13.7)

왼쪽 11(8.1) 9(11.0) 18(12.3)
양쪽 59(43.4) 39(47.6) 73(50.0)

계 136(100) 82(100) 146(100)



333...444...333...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 통통통증증증발발발현현현경경경험험험(((111년년년,,,111주주주일일일)))
경력기간별 통증발현경험은 최근 1년동안 통증경험유무와 최근 1주일동안의 통
증경험유무로 조사되었다.그리고 최근 1년동안의 통증경험은 2-3달에 1번,1달에
1번,1주일에 1번으로 재분류하였다.

경력기간에 따른 최근 1년 동안의 통증경험유무에서 1-3년 경력자는 각 부위별
1주일에 1번 경험빈도가 가장 높았으며,5-4년,6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위별
2-3달에 1번의 경험빈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1주일에 1번 통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어
깨 28.0%,다리/발 26.8%,허리 25% 순서이었으며,그 외 부위별 10-22%를 차지
하였다.경력기간이 4-5년인 경우 1주일에 1번 통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어깨
26.8%,다리/발은 25.9%,허리 24.4%이었으며,그 외 부위별 4-17%를 차지하였다.
경력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1번 통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어깨 17.9%,
다리/발은 16.4%,목 11.2%이었으며,그 외 부위별 3-10%를 차지하였다.

경력기간에 따른 최근 1주일 동안의 통증발현경험에서 1-3년 경력자는 팔/팔꿈치
를 제외한 부위에서 통증발현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4-5년 경력자와 6년이상 경
력자는 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을 제외한 부위에서 통증발현경험이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최근
1주일동안 통증발현경험자는 어깨 47.0%,허리39.6%,목 35.4%이었으며,4-5년 경
력자는 어깨 57.5%,허리와 다리/발은 47.25,목은 33.9%이었다.6년 이상의 경력
자는 어깨 57.5%,허리 48.5%,목과 다리/발은 47%정도 이었다.



표 10.경력기간별 통증발현경험 (1년,1주일)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5

분류 최근 1년동안 경험유무*** 최근 1주일동안 경험유무***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1번 없다 있다
1-3년 목 27(16.5) 18(11.0) 37(22.6) 24(14.6) 58(35.4)

어깨 28(17.0) 24(14.6) 47(28.6) 22(13.4) 77(47.0)
팔/팔꿈치 14(8.5) 11(6.7) 17(10.4) 23(14.0) 21(12.8)
손/손목/손가락 29(17.7) 20(12.2) 27(15.8) 32(19.5) 43(26.2)
허리 29(17.7) 23(14.0) 41(25.0) 26(15.9) 65(39.6)
다리/발 23(14.0) 14(8.5) 44(26.8) 24(14.6) 56(34.1)

4-5년 목 36(28.4) 17(13.4) 22(17.3) 32(25.2) 43(33.9)
어깨 41(32.3) 23(18.1) 34(26.8) 25(19.7) 73(57.5)
팔/팔꿈치 30(23.6) 14(11.0) 6(4.7) 31(24.4) 19(15.0)
손/손목/손가락 44(34.6) 16(12.6) 20(15.7) 45(35.4) 35(27.6)
허리 36(28.3) 20(15.7) 31(24.4) 27(21.3) 60(47.2)
다리/발 28(22.0) 21(16.5) 33(25.9) 22(17.3) 60(47.2)

6년 목 62(46.3) 16(11.9) 15(11.2) 30(22.4) 63(47.0)
이상 어깨 54(40.3) 32(23.9) 24(17.9) 33(24.6) 77(57.5)

팔/팔꿈치 21(15.6) 36(26.9) 5(3.7) 42(31.3) 22(16.4)
손/손목/손가락 50(37.3) 32(23.9) 7(5.2) 48(35.8) 41(30.6)
허리 56(41.8) 27(20.1) 14(10.5) 32(23.9) 65(48.5)
다리/발 42(31.3) 28(20.9) 22(16.4) 28(20.9) 64(47.8)



333...444...444...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최최최근근근 111년년년간간간 통통통증증증완완완화화화방방방법법법
최근 1년간 통증완화방법은 병원․한의원치료,약국치료,병가,산재/작업전환과
치료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경력기간별 최근 1년간 통증완화방법은 전반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
게 조사되었으며,증상완화방법으로 병원 한의원 치료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경력기간이 1-3년인 대상자의 부위별 통증완화방법을 시행한 경우는 허리가
27.1%이었으며,어깨 24.2%,손/손목/손가락 16.1%,다리/발이 15.5% 순서 이었다.
4-5년 경력자가 부위별 통증완화방법을 시행한 경우는 허리46.3%,어깨 45.2%,
목과 손/손목/손가락은 35.3%이었다.6년 이상 경력자가 부위별 통증완화방법을
시행한 경우는 어깨가 59.6%,목은 50.0%,허리 44.6%,손/손목/손가락은 40.5%,
다리/발은 38.4%이었다.경력기간이 증가할 수록 부위별 통증완화방법을 시행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허리 통증완화를 제외한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1,p<0.001).



표 11.경력기간별 최근 1년간 통증완화방법 단위 :명(%)

카이제곱검정,**p<0.01,***p<0.001

통증부위 1년간 증상완화방법 경 력 기 간 p값1-3년 4-5년 6년이상
목*** 해당없음 49(36.0) 28(34.1) 36(24.7) 0.000

병원․한의원치료 15(11.0) 22(26.8) 61(41.8)
약국치료 4(2.9) 5(6.1) 12(8.2)
병가,산재/작업 전환 0(0.0) 2(2.4) 0(0.0)
치료 안함 68(50.0) 25(30.5) 37(25.3)

어깨*** 해당없음 31(22.8) 12(14.6) 15(13.5) 0.000
병원․한의원치료 21(15.4) 20(24.4) 53(36.3)
약국치료 11(8.1) 14(17.1) 34(23.3)
병가,산재/작업 전환 1(0.7) 3(3.7) 0(0.0)
치료 안함 72(52.9) 33(40.2) 44(30.1)

팔/팔꿈치*** 해당없음 91(66.9) 48(58.5) 65(44.5) 0.000
병원․한의원치료 6(4.4) 3(3.7) 19(13.0)
약국치료 1(0.7) 7(8.5) 23(15.8)
병가,산재/작업 전환 0(0.0) 0(0.0) 0(0.0)
치료 안함 38(27.9) 24(29.3) 39(26.7)

손/손목/손가락**해당없음 58(42.6) 23(28.0) 38(26.0) 0.002
병원․한의원치료 15(11.0) 16(19.5) 36(24.7)
약국치료 6(4.4) 10(12.2) 22(15.1)
병가,산재/작업 전환 1(0.7) 3(3.6) 1(0.7)
치료 안함 56(41.2) 30(36.6) 49(33.6)

허리 해당없음 38(27.9) 20(24.4) 30(20.5) 0.071
병원․한의원치료 24(17.6) 28(34.1) 49(33.6)
약국치료 12(8.8) 10(12.2) 15(10.3)
병가,산재/작업 전환 1(0.7) 0(0.0) 1(0.7)
치료 안함 61(44.9) 24(29.3) 51(34.9)

다리/발** 해당없음 51(37.5) 24(29.3) 36(24.7) 0.004
병원․한의원치료 13(9.6) 13(15.9) 31(21.2)
약국치료 8(5.9) 5(6.1) 23(15.8)
병가,산재/작업 전환 0(0.0) 3(3.6) 2(1.4)
치료 안함 64(47.1) 37(45.1) 54(37.0)



3.4.5.  3.4.5.  3.4.5.  3.4.5.  경력기간별 경력기간별 경력기간별 경력기간별 통증정도통증정도통증정도통증정도

통증정도는 약한통증,중간통증,심한통증,없음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경력
기간이 1-3년인 경우 부위별 통증은 없음이 대체로 높게 조사되었으며,4-5년,6
년이상인 경우는 중간정도의 통증경험이 대체로 높게 조사되었으며,목과 다리/발
을 제외한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p<0.001)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목목목의 통증은 중간통증이 30.1%이었으며,4-5년인 경우
40.2%,6년 이상인 경우 41.8%이었다.경력기간별 목의 심한통증은 7.4%,7.3%,
13.0%으로 점차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어어어깨깨깨의 통증은 중간통증이 38.2%이었으며,4-5년인 경
우 48.8%,6년 이상인 경우 50.7%이었다.경력기간별 어깨의 심한통증은 18.4%,
22.0%,26.0%로 점차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팔팔팔///팔팔팔꿈꿈꿈치치치의 통증은 중간통증이 11.0%이었으며,4-5년
인 경우 19.5%,6년 이상인 경우 30.1%이었다.경력기간별 팔/팔꿈치의 심한통증
은 2.2%,4.9%,10.3%로 점차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손손손///손손손목목목///손손손가가가락락락의 통증은 중간통증이 19.9%
이었으며,4-5년인 경우 40.2%,6년 이상인 경우 42.5%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5).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허허허리리리 통증은 중간통증이
30.1%이었으며,4-5년인 경우 41.5%,6년 이상인 경우 44.5%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다리/발의 통증은 중간
통증이 27.9%이었으며,4-5년인 경우 43.9%,6년 이상인 경우 41.1%이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표 12.경력기간별 통증정도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5,***p<0.001

통증부위 통증정도 경 력 기 간 p값1-3년 4-5년 6년이상목 없음 50(36.8) 28(34.1) 36(24.7) 0.093
약한 통증 35(25.7) 15(18.3) 30(20.5)
중간 통증 41(30.1) 33(40.2) 61(41.8)
심한 통증 10(7.4) 6(7.3) 19(13.0)

어깨* 없음 31(22.8) 12(14.6) 14(9.6) 0.023
약한 통증 28(20.6) 12(14.6) 20(13.7)
중간 통증 52(38.2) 40(48.8) 74(50.7)
심한 통증 25(18.4) 18(22.0) 38(26.0)

팔/팔꿈치*** 없음 92(67.6) 49(59.8) 68(46.6) 0.000
약한 통증 26(19.1) 13(15.9) 19(13.0)
중간 통증 15(11.0) 16(19.5) 44(30.1)
심한 통증 3(2.2) 4(4.9) 15(10.3)

손/손목/손가락* 없음 58(42.6) 24(29.3) 38(26.0) 0.001
약한 통증 35(25.7) 18(22.0) 32(21.9)
중간 통증 27(19.9) 33(40.2) 62(42.5)
심한 통증 16(11.8) 7(8.5) 14(9.6)

허리* 없음 38(27.9) 20(24.4) 29(19.9) 0.046
약한 통증 30(22.1) 9(11.0) 17(11.6)
중간 통증 41(30.1) 34(41.5) 65(44.5)
심한 통증 27(19.9) 19(23.2) 35(24.0)

다리/발 없음 50(36.8) 24(29.3) 35(24.0) 0.123
약한 통증 24(17.6) 12(14.6) 26(17.8)
중간 통증 38(27.9) 36(43.9) 60(41.1)
심한 통증 24(17.6) 10(12.2) 25(17.1)



333...444...666...경경경력력력기기기간간간별별별 통통통증증증시시시간간간
경력기간별 통증시간은 1주일 미만,1주일-1달,1달 이상,없음으로 분류하였으며
경력기간별 부위별 통증시간은 1주일 미만이 전체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그리고
경력기간이 많을수록 부위별 1주일-1달 동안의 통증지속시간이 점차 증가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경력기간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5,p<0.01).

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목목목의 통증지속시간은 1주일 미만이 54.4%이었으며 4-5
년은 54.9%,6년 이상은 58.2%이었으며 1주일-1달의 통증시간은 경력이 많아질수
록 4.4%,8.5%,12.3%로 점차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어어어깨깨깨의 통증지속시간은 1주일 미만이 60.3%
이었으며 4-5년은 63.4%,6년 이상은 58.9%이었으며 1주일-1달의 통증시간은 경
력이 많아질수록 7.4%,13.4%,23.3%로 점차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팔팔팔///팔팔팔꿈꿈꿈치치치의 통증없음이 67.6%,
4-5년은 59.8%,6년 이상은 46.6%이었으며,1주일 미만은 52.2%,47.6%,53.4%이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경력기간이 1-3년인 경우 손손손///
손손손목목목///손손손가가가락락락의 통증지속시간은 1주일 미만이 52.2%이었으며 4-5년은 47.6%,6년
이상은 53.4%이었으며 1주일-1달의 통증시간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7.4%,20.74%,
23.3%로 점차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경력기간
이 1-3년인 경우 다다다리리리///발발발의 통증지속시간은 1주일 미만이 47.8%이었으며 4-5년
은 51.2%,6년 이상은 47.9%이었으며 1주일-1달의 통증시간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8.8%,13.4%,24.0%로 점차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표 13.경력기간별 통증시간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 ,  *p<0.05,**p<0.01

통증부위 통증시간 경 력 기 간 p값1-3년 4-5년 6년이상
목 없음 50(36.8) 28(34.1) 36(24.7)

1주일미만 74(54.4) 45(54.9) 85(58.2) 0.138
1주일-1달 6(4.4) 7(8.5) 18(12.3)
1달이상 6(4.4) 2(2.4) 7(4.8)

어깨* 없음 31(22.8) 12(14.6) 14(9.6)
1주일미만 82(60.3) 52(63.4) 86(58.9) 0.002
1주일-1달 10(7.4) 11(13.4) 34(23.3)
1달이상 13(9.6) 7(8.5) 12(8.2)

팔/팔꿈치** 없음 92(67.6) 49(59.8) 68(46.6)
1주일미만 40(29.4) 21(25.6) 50(34.2) 0.000
1주일-1달 3(2.2) 8(9.8) 27(18.5)
1달이상 1(0.7) 4(4.9) 1(0.7)

손/손목/ 없음 58(42.6) 24(29.3) 38(26.0)
손가락* 1주일미만 71(52.2) 39(47.6) 78(53.4) 0.001

1주일-1달 5(3.7) 18(22.0) 26(17.8)
1달이상 2(1.5) 1(1.2) 4(2.7)

허리* 없음 38(27.9) 20(24.4) 29(19.9)
1주일미만 76(55.9) 39(47.6) 71(48.6) 0.023
1주일-1달 10(7.4) 17(20.7) 34(23.3)
1달이상 12(8.8) 6(7.3) 12(8.2)

다리/발* 없음 50(36.8) 24(29.3) 35(24.0)
1주일미만 65(47.8) 42(51.2) 70(47.9) 0.017
1주일-1달 12(8.8) 11(13.4) 35(24.0)
1달이상 9(6.6) 5(6.1) 6(4.1)

계 136(100) 82(100) 146(100)



333...555업업업무무무형형형태태태별별별 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333...555...111업업업무무무형형형태태태별별별 통통통증증증경경경험험험
업무형태별 통증경험은 진료시 88.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진료협조시는
86.3%,상담/의료보험청구는 78.4%이었으며,업무형태별 통증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 14.업무형태별 통증경험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5

333...555...222업업업무무무형형형태태태별별별통통통증증증부부부위위위
업무형태별 통증부위는 상담/의료보험청구시 모든 부위에서 통증없음이 높게 나
타났으며,목은 오른쪽이 상담/의료보험청구 20.7%,왼쪽은 진료 11.7%,양쪽 모
두는 진료협조 49.7%로 높게 나타났다(p<0.05).어깨는 오른쪽이 상담/의료보험청
구 24.1%,왼쪽은 진료 7.2%,양쪽 모두는 진료 협조 62.9%로 높게 나타났다.팔/
팔꿈치는 진료시 모든 부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오른쪽 26.1%,왼쪽 9.0%,양쪽 모
두 18.0%로 높게 나타났다.손/손목/손가락은 오른쪽이 진료 48.6%,왼쪽은 진료
협조 10.3%,양쪽 모두는 진료 21.6%로 높게 나타났다(p<0.05).허리의 경우는 오
른쪽이 진료협조 51.3%,왼쪽은 진료 15.3% 양쪽 모두는 상담과 의료보험청구
56.9%로 높게 나타났다.다리/발의 경우는 오른쪽은 진료 16.2%,왼쪽은 진료협조
12.3%,양쪽 모두는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요 업 무 업무통증 계없음 있음
진 료 14(11.2) 111(88.8) 125
진 료 협 조 31(13.7) 195(86.3) 226

상담/의료보험청구 16(21.6) 58(78.4) 74



표 15.업무형태별 통증부위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5

통증부위 통증시간
업 무 형 태

p값진 료 진료협조 상담/
의료보험청구

목* 통증없음 27(24.3) 63(32.3) 24(41.4) 0.034
오른쪽 17(15.3) 26(13.3) 12(20.7)
왼쪽 13(11.7) 9(4.6) 3(5.2)
양쪽 모두 54(48.6) 97(49.7) 19(32.8)

어깨 통증없음 15(13.5) 30(15.4) 12(20.7) 0.561
오른쪽 21(18.9) 30(15.4) 14(24.1)
왼쪽 8(7.2) 13(6.7) 4(6.9)
양쪽 모두 67(60.4) 122(62.6) 28(48.3)

팔/팔꿈치 통증없음 52(46.8) 115(59.0) 42(72.4) 0.070
오른쪽 29(26.1) 44(22.6) 10(17.2)
왼쪽 10(9.0) 11(5.6) 2(3.4)
양쪽 모두 20(18.0) 25(12.8) 4(6.9)

손/손목/손가락*통증없음 25(22.5) 68(34.9) 27(46.6) 0.035
오른쪽 54(48.6) 72(36.9) 21(36.2)
왼쪽 8(7.2) 20(10.3) 4(6.9)
양쪽 모두 24(21.6) 35(17.9) 6(10.3)

허리 통증없음 22(19.8) 50(25.6) 15(25.9) 0.331
오른쪽 18(16.2) 26(51.3) 6(10.3)
왼쪽 17(15.3) 16(8.2) 4(6.9)
양쪽 모두 54(48.6) 103(52.8) 33(56.9)

다리/발 통증없음 37(33.3) 53(27.2) 19(32.8) 0.378
오른쪽 18(16.2) 22(11.3) 6(10.3)
왼쪽 11(9.9) 24(12.3) 3(5.2)
양쪽 모두 45(40.5) 96(49.2) 30(51.7)



333...555...333...업업업무무무형형형태태태별별별 통통통증증증시시시간간간
모든 부위에서 통증 없음이 상담/의료보험청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목의 경우
1주일 미만과 1주일-1달 미만에서 진료가 각각 진료가 62.2%,11.7%로 높았으며,
1달 이상의 경우 상담과/의료보험청구가 6.9%로 높게 나타났다.어깨는 1주일 미
만에서 상담과/의료보험청구가 62.1%로 높게 나타났고,1주일-1달 미만에서 진료
가 19.8%,1달 이상은 진료 협조가 11.3%로 높게 나타났다.팔/팔꿈치는 진료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1주일 미만은 36.9%,1주일-1달 13.5%,1달 이상 2.7%로
높게 나타났다.손/손목/손가락의 경우 진료가 1주일 미만에서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1주일-1달 미만은 진료 협조 22.0%,1달 이상은 진료 1.5%로 높게 나
타났다.허리는 상담과 의료보험청구에서 1주일 미만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1주일-1달 미만은 진료 25.2%,1달 이상이 진료 협조 10.3%로 높게 나타
났다.다리/발은 1주일 미만은 상담/의료보험청구 55.2%로 높게 나타났으며,1주
일-1달 미만과 1달 이상이 진료시 각각 16.2%,4.5%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업무형태별 통증시간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5

통증부위 통증시간
업 무 형 태

p값진 료 진료협조 상담,
의료보험청구

목 통증없음 27(24.3) 63(32.3) 24(41.4) 0.062
1주일미만 69(62.2) 106(54.4) 29(50.0)
1주일-1달미만 13(11.7) 17(8.7) 1(1.7)
1달이상 2(1.8) 9(4.6) 4(6.9)

어깨 통증없음 15(13.5) 30(15.4) 12(20.7) 0.311
1주일미만 68(61.3) 116(59.5) 36(62.1)
1주일-1달미만 22(19.8) 27(13.8) 6(10.3)
1달이상 6(5.4) 22(11.3) 4(6.9)

팔/팔꿈치 통증없음 52(46.8) 115(59.0) 42(72.4) 0.070
1주일미만 41(36.9) 58(29.7) 12(20.7)
1주일-1달미만 15(13.5) 20(10.3) 3(5.2)
1달이상 3(2.7) 2(1.0) 1(1.7)

손/손목/손가락*통증없음 58(42.6) 24(29.3) 27(46.6) 0.017
1주일미만 71(52.2) 39(47.6) 25(43.1)
1주일-1달미만 5(3.7) 18(22.0) 6(10.3)
1달이상 2(1.5) 1(1.2) 0(0.0)

허리 통증없음 22(19.8) 50(25.6) 15(25.9) 0.108
1주일미만 54(48.6) 100(51.3) 32(55.2)
1주일-1달미만 28(25.2) 25(12.8) 8(13.8)
1달이상 7(6.3) 20(10.3) 3(5.2)

다리/발 통증없음 37(33.3) 53(27.2) 19(32.8) 0.502
1주일미만 51(45.9) 94(48.2) 32(55.2)
1주일-1달미만 18(16.2) 5(8.6) 5(8.6)
1달이상 5(4.5) 2(3.4) 2(3.4)



333...555...444...업업업무무무형형형태태태별별별 통통통증증증정정정도도도
업무형태에 따른 통증 정도에서는 통증 없음이 다리/발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상담/의료보험청구에서 높게 나타났다.목은 약한 통증이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24.1%,중간 통증은 진료 시 41.4%,심한 통증은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12.1%로
높게 나타났다.어깨는 약한 통증이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17.2%,중간 통증과 심
한 통증은 진료시 각각 45.9%와 25.2%로 높게 나타났다.팔/팔꿈치는 약한 통증
에서 진료 협조 시 17.4%,중간 통증과 심한 통증은 진료 시 각각 25.2%,10.8%
로 높게 나타났다(p<0.05).손/손목/손가락은 약한 통증,중간 통증,심한 통증 모
두 진료 시 각각 26.1%,37.8%,12.6%로 높게 나타났다.허리는 약한 통증은 진료
시 17.1%,중간 통증은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44.8%,심한 통증은 진료 협조 시
25.1%로 높게 나타났다.다리/발은 약한 통증은 진료 협조 시 20.0%,중간 통증은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43.1%,심한 통증은 18.9%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업무형태별 통증정도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5

통증부위 통증정도
업 무 형 태

p값진 료 진료협조 상담/의료보험
청구

목 통증없음 27(24.3) 63(32.3) 24(41.4) 0.166
약한 통증 26(23.4) 40(20.5) 14(24.1)
중간 통증 46(41.4) 76(39.0) 13(22.4)
심한 통증 12(10.8) 16(8.2) 7(12.1)

어깨 통증없음 15(13.5) 30(15.4) 12(20.7) 0.867
약한 통증 17(15.3) 33(16.9) 10(17.2)
중간 통증 51(45.9) 89(45.6) 26(44.8)
심한 통증 28(25.2) 43(22.1) 10(17.2)

팔/팔꿈치* 통증없음 52(46.8) 115(59.0) 42(72.4) 0.019
약한 통증 19(17.1) 34(17.4) 5(8.6)
중간 통증 28(25.2) 37(19.0) 10(17.2)
심한 통증 12(10.8) 9(4.6) 1(1.7)

손/손목/ 통증없음 26(23.4) 67(34.4) 27(46.6) 0.063
손가락 약한 통증 29(26.1) 46(23.6) 10(17.2)

중간 통증 42(37.8) 61(31.3) 19(32.8)
심한 통증 14(12.6) 21(10.8) 2(3.4)

허리 통증없음 22(19.8) 50(25.6) 15(25.9) 0.644
약한 통증 19(17.1) 31(15.9) 6(10.3)
중간 통증 49(44.1) 65(33.3) 26(44.8)
심한 통증 21(18.9) 49(25.1) 11(19.0)

다리/발 통증없음 37(33.3) 53(27.2) 19(32.8) 0.207
약한 통증 19(17.1) 39(20.0) 4(6.9)
중간 통증 34(30.6) 75(38.5) 25(43.1)
심한 통증 21(18.9) 28(14.4) 10(17.2)



333...555...555...업업업무무무형형형태태태별별별 통통통증증증경경경험험험빈빈빈도도도
업무형태에 따른 통증 경험빈도는 모든 부위에서 통증 경험 없음이 상담/의료보
험청구에서 높게 나타났다.목은 2-3달에 1번이 진료 시 47.7%,1달에 1번이 진료
협조 시 17.9%,1주일에 1번이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20.7%로 높게 나타났다
(p<0.05).어깨는 2-3달에 1번이 진료 시 36.0%,1달에 1번이 진료 시 23.4%,1주
일에 1번이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31.0%로 높게 나타났다.팔/팔꿈치의 2-3달에 1
번이 진료 시 26.1%,1달에 1번이 진료 협조 시 20.7%,1주일에 1번이 진료 협조
시 9.2%로 높게 나타났다(p<0.05).손/손목/손가락의 경험빈도는 2-3달에 1번이
진료 시 44.1%,1달에 1번이 진료 시 19.8%,1주일에 1번이 진료 협조 시 16.4%
로 높게 나타났다(p<0.05).허리는 2-3달에 1번이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39.7%,1
달에 1번이 진료 시 24.3%,1주일에 1번이 진료 협조 시 24.6%로 높게 나타났다.
다리/발은 2-3달에 1번이 진료 시 27.9%,1달에 1번이 상담/의료보험청구 시
19.0%,1주일에 1번이 진료 협조 시 30.8%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업무형태별 경험빈도 빈도 :명 (%)

카이제곱검정,*p<0.05

통증부위 경 험 업 무 형 태 p값
진 료 진료협조 상담/의료보험청구

목* 경험없음 27(24.3) 63(41.4) 24(41.4)

0.008
2-3달에 1번 53(47.7) 57(29.2) 15(25.9)
1달에 1번 9(8.1) 35(17.9) 7(12.1)
1주일에 1번 22(19.8) 40(20.5) 12(20.7)

어깨 경험없음 15(13.5) 30(15.4) 12(20.7)

0.867
2-3달에 1번 40(36.0) 65(33.3) 18(31.0)
1달에 1번 26(23.4) 43(22.1) 10(17.2)
1주일에 1번 30(27.0) 57(29.2) 18(31.0)

팔/팔꿈치* 경험없음 52(46.8) 116(59.5) 42(72.4)

0.011
2-3달에 1번 29(26.1) 27(13.8) 9(15.5)
1달에 1번 23(20.7) 34(17.4) 4(6.9)
1주일에 1번 7(6.3) 18(9.2) 3(5.2)

손/손목/ 경험없음 26(23.4) 67(34.4) 27(46.6)

0.037
손가락* 2-3달에 1번 49(44.1) 58(29.7) 16(27.6)

1달에 1번 22(19.8) 38(19.5) 8(13.8)
1주일에 1번 14(12.6) 32(16.4) 7(12.1)

허리 경험없음 22(19.8) 50(25.6) 15(25.9)

0.382
2-3달에 1번 38(34.2) 60(30.8) 23(39.7)
1달에 1번 27(24.3) 37(19.0) 6(10.3)
1주일에 1번 24(21.6) 48(24.6) 14(24.1)

다리/발 경험없음 37(33.3) 53(27.2) 19(32.8)

0.418
2-3달에 1번 31(27.9) 51(26.2) 11(19.0)
1달에 1번 21(18.9) 31(15.9) 11(19.0)
1주일에 1번 22(19.8) 60(30.8) 17(29.3)



333...666...진진진료료료자자자세세세---시시시술술술시시시 환환환자자자 위위위치치치와와와 술술술자자자 위위위치치치
333...666...111...진진진료료료자자자세세세---시시시술술술시시시 환환환자자자 위위위치치치
진료 시 올바른 환자의 위치는 상악 부위는 개구한 상태에서 상악 치아의 교합
면이 바닥과 거의 수직상태를 이루도록 Back과 Head rest를 조절하여 supine
position(뉘어서)을 적용하는 것을,하악 부위는 개구한 상태에서 하악 치아의 교
합면이 바닥과 거의 수직상태를 이루도록 Back과 Headrest를 조절하여 modified
supineposition(반쯤 뉘어서)을 적용하는 것을 올바른 위치로 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올바르지 못한 위치로 하였다33).
진료 시 상악부위의 올바른 자세는 76.5%,하악 부위의 올바른 자세는 68.0%였다.

표 19.진료자세 -시술시 환자 위치
항 목 N %
상악 그렇다 325 76.5

그렇지 않다 100 23.5
하악 그렇다 289 68.0

그렇지 않다 136 32.0



333...666...222...진진진료료료자자자세세세---시시시술술술시시시 술술술자자자 위위위치치치
진료 시 술자의 위치는 시계상의 구역에서 7-8시(Frontzone),9-10시(Sidezone),
11-12시(Backzone)으로 나누었다33).
상악 전치부 순면은 11-12시가 65.4%,9-10시는 18.6%,7-8시는 16.0%로 나타났
으며,상악 전치부 설면은 11-12시가 71.1%,9-10시는 18.1%,7-8시는 10.8%였다.
상악 구치부 협면은 9-10시가 66.4%,11-12시는 16.9%,7-8시는 16.7%였고,상악
구치부 구개면은 9-10시가 57.9%,11-12시는 21.9%,7-8시는 20.2%였다.
하악 전치부 순면은 11-12시가 67.5%,7-8시는 17.2%,9-10시는 15.3%였고,하악
전치부 설면은 11-12시가 75.3%,9-10시는 15.1%,7-8시는 9.6%였다.하악 구치
부 협면은 9-10시가 54.1%,7-8시는 26.4%,11-12시는 19.5%였고,하악 구치부
구개면은 9-10시가 56.5%,11-12시는 24.2%,7-8시는 19.3%로 나타났다.

표 20.진료자세 -시술시 술자 위치 단위 :명(%)

항 목 술자의 위치
7-8시 9-10시 11-12시

상악 전치 순면 68(16.0) 79(18.6) 278(65.4)
설면 46(10.8) 77(18.1) 302(71.1)

구치 협면 71(16.7) 282(66.4) 72(16.9)
구개면 86(20.2) 246(57.9) 93(21.9)

하악 전치 순면 73(17.2) 65(15.3) 287(67.5)
설면 41(9.6) 64(15.1) 320(75.3)

구치 협면 112(26.4) 230(54.1) 83(19.5)
구개면 82(19.3) 240(56.5) 103(24.2)



333...666...333...진진진료료료 및및및 진진진료료료 협협협조조조 시시시 자자자세세세
술자의 올바른 자세는 발바닥을 평평한 바닥에 대고 허벅지는 바닥과 평행하게
하며,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아야 한다.이때 술자의 허리는 의자의 등받이를
향해서 요추를 지탱하며 술자의 머리는 환자의 구강으로부터 14～16인치 거리를
유지한다34).등은 의자 시트와 100도 정도 되게 깊숙이 앉고 술자의 머리와 목을
똑바로 세워 척추와 일직선상을 이루게 하고,시술시 에는 머리를 전방으로 20도
이상 굽히지 않도록 한다.무게 중심을 잘 잡고 체중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며,술
자의 어깨가 한 족으로 기울어지거나 또는 한 쪽만 올려서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
록 수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3).
치과위생사는 진료 시와 진료협조 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치과의사의 진료
자세는 치과 위생사의 관점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결과는 아래 <표18>과 같다.
치과위생사의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머리를 20°이상 숙이거나 돌리는 경우는 진
료 시 90.8%,진료협조 시 87.5%이고,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는 경우는 진료 시
67.5%,진료협조 시 79.5%였으며,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는 경우는 진료 시
37.4%,진료협조 시 31.8%이며,양쪽 어깨가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지는 경우는 진
료 시 68.5%,진료협조 시 65.6%이고 몸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는 진료 시 63.8%,진료협조 시 72.9%였다.치과위생사의 관점에서 치과의사의 올
바르지 못한 진료자세는 머리를 20°이상 숙이거나 돌리는 경우는 92.0%이고,허리
를 돌리거나 구부리는 경우는 75.8%였으며,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는 경우는
32.7%이며,양쪽 어깨가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지는 경우는 52.2%이고 몸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는 55.5%였다.
환자의 위치는 환자가 개구한 상태에서 술자의 팔꿈치 높이는 환자의 구강높이와
동일한 위치를 올바른 자세34)이고,그렇지 못한 경우를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 할
때 치과위생사의 진료시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61.6%였으며 진료협조시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61.4%였다.



표 21.진료 및 진료 협조 시 자세 단위 :명(%)

333...777...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간간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333...777...111...근근근골골골격격격계계계 증증증상상상 간간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근골격계 증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상관성이 있었으며 목
은 어깨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팔/팔꿈치는 손/손목/손가락과 가장 높
은 상관성을 보였고,허리는 발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표 22.근골격계 증상 간 상관관계

*카이제곱검정,p<0.01

구 분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진료 시 진료협조 시
머리를 20°이상 숙이거나 돌림 386(90.8) 372(87.5) 391(92.0)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림 287(67.5) 338(79.5) 322(75.8)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음 159(37.4) 135(31.8) 139(32.7)
양쪽 어깨가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짐 291(68.5) 279(65.6) 222(52.2)
몸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짐 271(63.8) 310(72.9) 236(55.5)
환자의 구강높이 술자 가슴보다 약간 높게 46(10.8) 48(11.3) 47(11.1)

술자의 가슴높이 216(50.8) 213(50.1) 255(60.0)
술자의 팔꿈치 높이 163(38.4) 164(38.6) 123(28.9)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발
목 1
어깨 0.633* 1

팔/팔꿈치 0.521* 0.519* 1
손/손목/손가락 0.512* 0.580* 0.636* 1

허리 0.565* 0.599* 0.553* 0.512* 1
발 0.569* 0.576* 0.524* 0.490* 0.607* 1



333...777...222...통통통증증증정정정도도도별별별 지지지속속속시시시간간간

통증 정도에 따른 지속 시간은 목의 경우 약한 통증인 경우 통증 지속 시간이 1
주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93.8%로 높게 나타났으며,통증 지속시간이 1달 이상의
경우는 심한 통증에서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어깨는 약한 통증인
경우 통증 지속 시간이 1주일 미만이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통증 지속시
간이 1달 이상의 장기 통증의 경우 심한 통증이 28.4%로 높게 나타났다(p<.001).
팔/팔꿈치는 약한 통증이 통증 지속시간 1주일 미만에서 86.2%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1달 이상의 경우에서도 약한 통증이 5.2%로 높게 나타났다(p<.001).손/손목
/손가락의 경우 약한 통증에서 1주일 미만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통증
지속시간이 1달 이상은 심한 통증에서 5.4%로 높게 나타났다(p<.001).허리는 약
한 통증이 1주일 미만에서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심한통증은 1달 이상에
서 21.0%로 높게 나타났다(p<.001).다리/발은 약한 통증이 1주일 미만에서
82.3%로 높게 나타났고,심한 통증은 1달 이상에서 20.3%로 높게 나타났다
(p<.001).



표 23.통증정도별 지속시간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01

통증부위 통증정도 통증 지속 기간 p값통증없음 1주일 미만 1주일-1달미만 1달이상
목*** 통증없음 175(100) 0(0.0) 0(0.0) 0(0.0)

0.000약한 통증 0(0.0) 75(93.8) 3(3.8) 2(2.5)
중간 통증 0(0.0) 109(80.7) 19(14.1) 7(5.2)
심한 통증 0(0.0) 20(57.1) 9(25.7) 6(17.1)

어깨*** 통증없음 118(100) 0(0.0) 0(0.0) 0(0.0)
0.000약한 통증 0(0.0) 57(95.0) 2(3.3) 1(1.7)

중간 통증 0(0.0) 123(74.1) 30(18.1) 13(7.8)
심한 통증 0(0.0) 40(49.4) 23(28.4) 18(22.2)

팔/팔꿈치 통증없음 270(100) 0(0.0) 0(0.0) 0(0.0)
0.000*** 약한 통증 0(0.0) 50(86.2) 5(8.6) 3(5.2)

중간 통증 0(0.0) 51(68.0) 22(29.3) 2(2.7)
심한 통증 0(0.0) 10(45.5) 11(50.0) 1(4.5)

손/손목/ 통증없음 181(100) 0(0.0) 0(0.0) 0(0.0)
0.000손가락***약한 통증 0(0.0) 75(88.2) 9(10.6) 1(1.2)

중간 통증 0(0.0) 93(76.2) 25(20.5) 4(3.3)
심한 통증 0(0.0) 20(54.1) 15(40.5) 2(5.4)

허리*** 통증없음 148(100) 0(0.0) 0(0.0) 0(0.0)
0.000약한 통증 0(0.0) 46(82.1) 5(8.9) 5(8.9)

중간 통증 0(0.0) 103(73.6) 29(20.7) 8(5.7)
심한 통증 0(0.0) 37(45.7) 27(33.3) 17(21.0)

다리/발***통증없음 170(100) 0(0.0) 0(0.0) 0(0.0)
0.000약한 통증 0(0.0) 51(82.3) 10(16.1) 1(1.6)

중간 통증 0(0.0) 98(73.1) 29(21.6) 7(5.2)
심한 통증 0(0.0) 28(47.5) 19(32.2) 12(20.3)



333...777...333...통통통증증증정정정도도도별별별 경경경험험험빈빈빈도도도
통증정도에 따른 증상 경험 빈도는 목의 경우 약한 통증이 2-3달에 1번의 통증
에서 56.3%로 높게 나타났으며,심한 통증에서 1주일에 1번 이상의 통증이 57.1%
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어깨는 약한 통증이 2-3달에 1번의 통증에서 55.0%로 높
게 나타났고,심한 통증은 1주일에 1번 이상의 통증에서 46.9%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팔/팔꿈치는 약한 통증에서 2-3달에 1번 이하 53.4%,1주일에 1번 이상이
22.4%로 높게 나타났다.손/손목/손가락은 약한 통증에서 2-3달의 1번 이하가
52.9%로 높게 나타났고,심한 통증은 1주일에 1번 이상에서 27.0%로 높게 나타났
다.허리는 약한 통증에서 2-3달의 1번 이하가 50.0%로 나타났고,심한 통증에서
1주일에 1번 이상이 42.0%로 높게 나타났다.다리/발은 약한 통증에서 2-3달에 1
번 이하에서 50.0%로 나타났고,심한통증은 1주일에 1번 이상에서 55.9%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통증정도별 경험 빈도 단위 :명 (%)

카이제곱검정,***p<0.001

통증부위 통증정도
경험빈도

p값경험없음 2-3달에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목*** 통증없음 175(100) 0(0.0) 0(0.0) 0(0.0)

0.000약한 통증 0(0.0) 45(56.3) 16(20.0) 19(23.8)
중간 통증 0(0.0) 67(49.6) 33(24.4) 35(25.9)
심한 통증 0(0.0) 13(37.1) 2(5.7) 20(57.1)

어깨*** 통증없음 118(100) 0(0.0) 0(0.0) 0(0.0)

0.000약한 통증 0(0.0) 33(55.0) 12(20.0) 15(25.0)
중간 통증 0(0.0) 74(44.6) 40(24.1) 52(31.3)
심한 통증 0(0.0) 16(19.8) 27(33.3) 38(46.9)

팔/팔꿈치 통증없음 270(100) 0(0.0) 0(0.0) 0(0.0)

0.000*** 약한 통증 0(0.0) 31(53.4) 14(24.1) 13(18.7)
중간 통증 0(0.0) 30(40.0) 30(40.0) 14(18.7)
심한 통증 0(0.0) 4(18.2) 17(77.3) 1(4.5)

손/손목/ 통증없음 181(100) 0(0.0) 0(0.0) 0(0.0)

0.000손가락***약한 통증 0(0.0) 45(52.9) 21(24.7) 19(22.4)
중간 통증 0(0.0) 61(50.0) 37(30.3) 24(19.7)
심한 통증 0(0.0) 17(45.9) 10(27.0) 10(27.0)

허리*** 통증없음 148(100) 0(0.0) 0(0.0) 0(0.0)

0.000약한 통증 0(0.0) 28(50.0) 16(28.6) 12(21.4)
중간 통증 0(0.0) 64(45.7) 36(25.7) 40(28.6)
심한 통증 0(0.0) 29(35.8) 18(22.2) 34(42.0)

다리/발***통증없음 170(100) 0(0.0) 0(0.0) 0(0.0)

0.000약한 통증 0(0.0) 31(50.0) 14(22.6) 17(27.4)
중간 통증 0(0.0) 53(39.6) 32(23.9) 49(36.6)
심한 통증 0(0.0) 9(15.3) 17(28.8) 33(55.9)



ⅣⅣⅣ...고고고 안안안

근골격계 질환의 복합체인 누적외상성 질환은 지속적인 반복동작으로 근육,관
절,혈관,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이것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이다35).미국의 직종별 근골격계 질환 발생 현황 2002년 조사에 의하면 병원
노동자의 44.4%,운수노동자는 36.8%,건설노동자는 11.1%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각 2.3%,5.0%,1.5%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37).위의 보고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높은 발병율
을 가진 병원,운수,건설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제조업(78.9%)사업장에서 대부분의 근골
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37),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는 진료 자세의 단순 반복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28),이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이 부족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근골격계 장애 유병 상태,진료 자세 등을 조사
하여 근골격계 장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치과의원수는 11,426개이고 이 중 서울시 치
과의원수는 3,582개였다.치과의원의 총 종사자수는 13,748명으로.남자는 3,635명,
여자는 10,113명으로 종사자는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를 모두 포함한
수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른 2003년 전체 치과위생사는 23,317명 이었으며.(2003.
통계청)2005년 현재 서울시 치과위생사협회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수는 약 2100
명으로 이직률이 높아 정확한 종사자 수는 알 수 없었으며,각 구별 종사자 수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조사 대상자를 2005년 7월까지 서울시 치



과의사회에 가입된 치과 의원 수 3797개소로 25개 구별로 분류한 다음 각 구별로
2005년 서울시 치과 의사회 명부에서 약 10%의 치과의원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4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20-25세가 51.3%,결혼 유무는 미혼이 76.9%,근
무경력으로는 1-3년 경력자가 38.6%,규칙적인(1주일에 2-3회,30분 이상)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53.9%,가사노동 시간은 1-2시간이 63.1%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미혼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가사노동 시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업무형태로는 진료협조가 53.2%,1일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은 8시간이 52.7%,
약간 힘듦이 52.7%로 높게 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경력기간별 분류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무기간과 경력기간별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경력기간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4-5년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4-5
년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1-3년,4-5년,6년 이상으로 3단계로 분류하였다.
경력기간별 업무형태는 1-3년 경력자의 경우는 64.0%가 진료협조,4-5년 경력자
는 42.5%로 진료와 진료협조를 동일하게 답하였으며,6년 이상은 50.0%가 진료협
조라 답하였다.경력이 높을수록 진료와 상담/보험청구 업무가 높을 것이라는 예
상과는 다르게 모든 경력기간에서 진료협조를 가장 높게 답하였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은 스트레스성 위장장애가 16.7%,디스크 13.2%,편두
통 11.5%,관절염 5.6%,신우신염 3.5%순으로 나타났다.질병이 있다고 대답한 조
사 대상자중 31.8%가 치료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치료받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
과 비용 관계상 받지 않는다고 답하였다.경력기간별 진단받은 질병은 6년 이상
경력자가 59.7%,4-5년 경력자가 58.3%,1-3년 경력자는 37.2%가 질병이 있다고
답하여 경력이 높을수록 의사로부터 질병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부위별로는 1-3년과 4-5년 경력자는 각각 16.5%와 17.3%로 스트레스성 위



장장애를,6년 이상 경력자는 18.7%로 디스크를 가장 높게 답하였으며,경력이 높
을수록 육체적인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중 근골격계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5.6%이었으며,부위별로는
어깨가 72.0%, 허리 65%,다리/발 59.7%,목 58.8%,손/손목/손가락 57.2% ,팔/
팔꿈치 36.2%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심28)의 어깨
42.4%,허리 37.1%,무릎 34.8%,목 33.3%,손목 12.1%,팔꿈치 7.6%의 연구 결과
는 본 연구 결과의 부위별 질환 호소 순서와 일치하였으며,정25)의 어깨가 82.6%,
허리(요․천추부)77.9%,목 77.3%,손목/손 55.5%,등(흉추부)43.8%,무릎과 발목
/발이 각각 41.6%,엉덩이(대퇴부)21.8%,팔꿈치가 9.5%으로 연구 결과와,하26)의
어깨 2.79%,허리 2.61%,목 2.42%,손목과 손 2.04%,발목과 발 1.92,등 1.91%,
무릎 1.88,엉덩이 1.37%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의 어깨와 허리의 질환 호소
순서와 유사하였다.주27)는 어깨 63.2%,다리․발 46.5%,등․허리는 35.1%,목
25.4%,손․손목 21.1%,팔․팔꿈치 8.8%로 본 연구와 어깨부위 증상이 가장 높
은 것이 일치하였다.치과의사의 연구를 보면 전 등23)은 어깨 42%,목 39%,허리
31%,손목/손 23%,팔 19%,무릎 12%,발/발목 8%로 보고 되었으며,유 등21)은
목 48.9%,어깨 48.9%,허리 44.2%의 연구 결과가 있으며 치과위생사와는 증상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깨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
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표 24).Gravois(1980)는 허리 64%,근육통 62.7%,목
통증 50.7%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10)본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는 크게 3분류도 나누어 조사하여 어깨나 팔/팔꿈치,손/손목/
손가락,다리/발 부위가 근육통에 포함되어 본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 질환 부위의 구체적인 통증 부위로는 목,어깨,허리,다리/발은 양쪽이,
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은 오른쪽이 높게 나타났으며,팔/팔꿈치,손/손목/손가



락은 작업 시 오른쪽을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오른쪽의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이는 Oberg(1993)등에서 팔꿈치의 오른쪽 23%,왼쪽 8%와 손목 오
른쪽 42%,왼쪽 23%로 나타나 오른쪽의 통증이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38).
유 등22)의 치과의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팔꿈치와 손목의 증상이 왼쪽보다 오른쪽
이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며,Stockstill등(1993)의 치과 의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오른손의 근골격계 질환이 95.16%로 왼손에 비해 높은 증상을 보인 결과와 일치
한다39).
경력기간별 업무 통증은 1-3년 경력자 77.7%,4-5년 경력자는90.1%,6년 이상
경력자의 91.8%가 업무통증이 있다고 답하였다.경력이 높을수록 업무통증 호소
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력기간별 1년 동안 경험유무에서 1-3년 경력자는 1주일에 1번 경험빈도가,4-5
년 미만 경력자는 2-3달에 1번 경험빈도가,6년 이상 경력자는 2-3달에 1번 경
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5.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근골격계 질환 연구 사례 비교

1주일 동안 경험유무에서는 1-3년 경력자에서는 목 35.4%,어깨 47.0%,손/손목/
손가락 26.2%,허리 39.6%,다리/발 34.1%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4-5년 경력
자는 목 33.9%,어깨 57.5%,허리 47.2%,다리/발 47.2%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
으며,6년 이상 경력자에서는 목은 47.0%,어깨 57.5%,허리 48.5%,다리/발
47.8%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연구자 대상 내용 결과
정(2003년)22) 대구시

경력 3년 이상인
치과위생사317명

-자각증상
조사

증상 호소율:어깨(82.6%),허리(77.9%),
목(77.3%),손목/손(55.5%),등(43.8%),무
릎(41.6%),발목/발(41.6%),엉덩이(21.6%),
팔꿈치(9.5%)

하(2003년)23) 서울 및 경기도성남
치과위생사 318명

-자각증상
조사

증상 호소율:어깨(2.79%),허리(2.61%),
목(2.42%),손목/손(2.04%), 발목/발
(1.92%),등(1.91%),무릎(1.88%),엉덩이
(1.37%)

주(2004년)24) 서울․경기지역
치과위생사 114명

-자각증상
조사
-작업자세
분석

증상 호소율: 어깨(6.32%), 다리/발
(46.5%),등/허리(35.1%),목(25.4%),손목
/손(21.1%),팔/팔꿈치(8.8%)

심(2004년)25) 광주․전남지역
치과위생사 180명

-자각증상
조사

증상 호소율:어깨(42.4%),허리(37.1%),
무릎(34.8%),목(33.3%),손목(12.1%),팔
꿈치(7.6%)

유 등(1994년)19) 경력 1년이상인
치과의사 425명

-자각증상
조사

증상 호소율:어깨(48.9%),목(48.9%)허리
(44.2%),두통(35.5%)

전 등(2001년)20) 대구시
치과의사 512명

-자각증상
조사

증상 호소율:어깨(42.0%),목(39.0%)허리
(31.0%),손목/손(23.0%),팔(19.0%),무릎
(12.0%),발/발목(8.0%)



경력기간별 1년간 증상완화방법으로는 1-3년 경력자의 경우 모든 부위에서 치료
하지 않는다를,4-5년 경력자 경우는 허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치료하지 않는
다고 하였으며,허리는 병원․한의원치료를 높게 답하였다.6년 이상 경력자는 목
과 어깨에서 병원․한의원 치료가 높게 나타났다.경력이 낮을수록 치료하지 않는
다가 높게 나타났으며,이유로는 시간적,금전적 이유를 들었다.치료를 받는 경우
는 병원․한의원 치료를 가장 높게 답하였으며,다른 부위와 다르게 팔/팔꿈치에
서는 약국치료가 높게 나타났다.이는 팔이 아픈 경우 파스를 많이 붙이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업무형태에 따른 통증은 진료에서 진료협조,상담/의료보험청구로 갈수록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통증 지속시간은 모든 부위에서 상담/의
료보험청구 시 통증 없음이 높게 나타났으며,통증이 있는 경우 모든 업무에서 지
속 시간은 1주일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증정도는 팔/팔꿈치에서 유의성이
있었고,중간 통증이 높게 나타났다.
진료자세-시술시 환자의 위치에서 상악부위의 올바른 자세는 76.5%,하악 부위의
올바른 자세는 68.0%였다.환자가 개구한 상태에서 술자의 진료 시 올바른 자세
는 38.4%,진료협조 시 올바른 자세는 38.6%였다.환자의 위치는 진료 시 Unit
chair의 올바른 위치로 상․하악 진료 시 올바른 자세가 높은데 반해 진료와 진료
협조 시 모두 술자의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낮게 나타났다.치과의사의 진료자세
를 묻는 문항은 치과위생사 관점에서 치과의사의 시 자세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올바른 자세는 28.9%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치과의사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함을
추측할 수 있다.
통증 정도에 따른 지속 시간은 약한 통증의 경우 통증 지속 시간이 1주일 미만
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약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비교적 통증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심한 통증의 경우는 1달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기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통증 정도에 따른 경험빈도는 약한 통증의 경우 2-3달에 한번 이하에서 높게 나
타났으며,1주일에 한번 이상의 통증은 심한 통증에서 높게 나타나 약한 통증을
느낄 때 적은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는 설문조사만으로 근골격계 증상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정확한
질환은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이후에 연구에서는 자각증상조사 뿐만 아니라 의사
의 정확한 진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제한점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직접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라 주관적
인 의견이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둘째 설문조사 시간대가 진료시간에 이루
어져서 치과위생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 할 수가 없어 많은 설문 내용을 끝까지
기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셋째 각 구별 치과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여 치과의원수에 비례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업관련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일반적 특성,진료자세,작업관련 특성 등의 요인들
이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분석하여,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치과위생사는 반복적인 동작,부적절한 작업 자세,무리한 힘의 사용 등 근골격
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에 가입된 치과의원 3797개를 25개 구로
나눈 후 무작위 추출하여 400개(약 10%)치과의원에서 근무중인 치과위생사 42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대상자의 근무경력은 1-3년 경력자가 38.6%로 가장 많았고,업무형태는 진료
협조가 53.2%로 가장 높았다.

2.근골격계 증상이 있다는 85.6%이었으며,부위별로는 어깨가 72.0%,허리 65%,
다리/발 59.7%,목 58.8%,손/손목/손가락 57.2%,팔/팔꿈치 36.2%이었다.

3.경력기간이 많을수록 근골격계 통증경험율이 증가하였으며(77.7%,90.1%,
91.8%)(p<0.05),부위별 통증정도가 심화되었다(p<0.05).

4.업무형태별 통증경험은 진료(스켈링 외)와 진료협조시 85%정도이었고,상담/
의료보험청구시 78%이었다.

5.통증정도별 지속시간은 약한통증의 경우 통증지속시간은 1주일 미만이 높게
나타났고,심한통증은 1달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증상 예방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증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부적절한 업무자세의 교정과 더불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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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I.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령 만 세 결 혼 여 부 □ 기혼 □ 미혼

근무경력 년 개월 근무 1일 근무시간 시간 (점심시간 제외)

업무형태 해당항목을 우선순위로 나열해 주세요 ( )
a.진료 b.진료보조 c.기타업무(상담,의료보험청구...)

1.규칙적인(1주일에 2-3회,30분 이상)여가 및 취미활동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컴퓨터 관련활동 □ 악기연주(피아노,바이올린 등) □ 뜨개질 자수,붓글씨
□ 테니스/배드맨턴/스쿼시 □ 축구/족구/농구/스키 □ 해당사항 없음

2.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빨래,청소,밥하기,아이 돌보기-2살 미만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이 있으면 표시하여 주십시오.
□ 관절염 □ 디스크 □ 편두통 □ 신우신염
□ 알코올중독 □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 없음

3-1.진단받은 질병의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 중 □치료하지 않음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료자세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질환실태를 파악하여,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바쁘시더라도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과 민정란 드림



4.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넘어짐,추락 등)인해 손/손가락/손목,팔/
팔꿈치,어깨,목,허리,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 상해 부위는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치과에서 하는 일의 육체적 부담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매우 힘듦

II.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팔/팔꿈치,어깨,허리,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
서라도 진료와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함,화끈거리는
느낌,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장으로 넘겨 작성해 주십시요.)
□ 예 (→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서 세로줄로 이동하면서 해당사항에 표시
(∨)해 주십시오)



통통통증증증 부부부위위위 목목목((( ))) 어어어깨깨깨((( ))) 팔팔팔///팔팔팔꿈꿈꿈치치치((( ))) 손손손///손손손목목목///손손손가가가락락락((())) 허허허리리리((( ))) 다다다리리리///발발발((( )))

1.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2.한번 아프기
시작하면통증은
얼얼얼마마마동동동안안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1주일미만
1주일-1달 미만
1달-6개월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달-6개월미
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달-6개월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달-6개월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1주일미만
1주일-1달
미만
1달-6개월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1주일미만
1주일-1달미만
1달-6개월미만
6개월 이상

3.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입니까 ?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심한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심한통증

<보기>

약약약한한한 통통통증증증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중중간간간 통통통증증증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심심한한한 통통통증증증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매매우우우 심심심한한한 통통통증증증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동동동안안안 이런증상을
얼마나 자주경험
했습니까 ?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1번
2-3달에1번
1달에1번
1주일에1번
매일

□
□
□
□
□

6개월에1번
2-3달에1번
1달에1번
1주일에1번
매일

5.지지지난난난111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이런
증상이있었
습니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동동동안안안 이러한
통증으로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병원․한의원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없음
기타 (휴식)

□
□
□
□
□

병원․한의원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없음
기타 (휴식)

□
□
□
□
□

병원․한의원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없음
기타 (휴식)

□
□
□
□
□

병원․한의원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없음
기타 (휴식)

□
□
□
□
□

병원․한의원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없음
기타 (휴식)

□
□
□
□
□

병원․한의원
약국치료
병가,산재
작업 전환
해당 없음
기타(휴식 )



Ⅲ 진료 자세
1.다음은 진료시 올바른 환자의 위치입니다.

상악 :개구한 상태에서 상악치아의 교합면이 바닥과 거의 수직상태를 이루도록 Back과
Headrest를 조절하여 supineposition(뉘어서)를 적용

하악 :개구한 상태에서 하악치아의 교합면이 바닥과 거의 수직상태를 이루도록 Back과
Headrest를 조절하여 modifiedsupineposition(반쯤 뉘어서)를 적용

귀하는 올바른 자세에서 시술하고 있는지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여 기록하여
주십시오.
상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하악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다음 시술부위 진료시 주로 몇 시 방향에서 하십니까?
(시계 그림을 참고하여 아래 보기에서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 : ① 7～8시 ② 9시 ③ 11～12시

3.구강진료를 하실 때 안 보이는 부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① 치경으로 본다 ② 직접 본다 ③ 두가지(①,②)를 병행한다

4.진료나 진료 협조시 자세에 관한 문항입니다.O,X로 주십시오.

(*치과의사 선생님의 자세에 관한 부분은 치과위생사 선생님께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상
악
전치부 순 면:① ② ③

하
악

전치부 순 면:① ② ③
설 면:① ② ③ 설 면:① ② ③

구치부 협 면:① ② ③ 구치부 협 면:① ② ③
구개면:① ② ③ 구개면:① ② ③

구 분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진 료 진료협조
머리를 15도 이상 숙이거나 돌린다 O O O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린다 O O O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는다 O O O
양쪽 어깨가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 O O O
몸의 무게중심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O O O
환자의 구강 높이는
a.술자 가슴보다 약간 높게
b.술자의 가슴높이
c.술자의 팔꿈치 높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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