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cel 프로그램 사용 안내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cel 프로그램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GUIDE)」을 기반하여 개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cel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데이터 sheet”와 “결과 sheet”로 구성 

• 데이터 sheet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의 조사내용 입력 

• 결과 sheet : “데이터 sheet”에 대한 결과 제공 

데이터 sheet 결과 sheet 



□ 데이터 sheet 

※ 데이터는 600명까지 기록 가능 



① ‘부서/라인/작업’명은 변경 가능 

① 

② 흰색 부분에 데이터 입력 

□ 데이터 sheet 



• 성명, 작업부서, 작업내용(붉은 색 부분) 을 제외한 데이터는 반드시 “숫자”로 입력 

□ 데이터 sheet 



① ‘1.여가 및 취미활동’ ~ ‘5.육체적 부담 정도’ 는 클릭 시 각 항목 번호 확인 가능 

① 

□ 데이터 sheet 



① 통증부위 입력 방법 

     - ‘데이터 sheet’의 1번, 2번…6번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각 항목(1~6)을 의미 

① 

□ 데이터 sheet 



① 통증부위 입력 방법  다리/발 부위 예로 사용 

     - 각 항목별  선택문항에 차례로 가상번호(1, 2, 3, 4, 5 등)를 주어 결과 입력  

     - 엑셀의  “8. 이형운(붉은 박스)”을 예로 살펴보면, 

       다리/발 부위 조사결과 1.통증부위는 오른쪽, 2.통증기간은 1주일-1달 미만, 3.아픈 

       정도는 심한 통증  등으로 조사되어, 데이터 sheet에 1번 1, 2번 3, 3번 3…으로 입력 

① 

□ 데이터 sheet 



① ‘목 결과’~’전체 결과(노랑색 부분)’ 는 자동 계산됨 

① 

※ 본 평가 결과는‘의학적 관리’나‘법률적 판단’등의 기준 및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힘듬 

□ 데이터 sheet 



※ 신체부위 평가 기준은 ‘NIOSH Symptom Survey’ 적용 

2번(통증기간) :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되거나(OR)  

4번(통증빈도) :  1달에 한번 이상 통증발생 되고 

3번(통증강도) :  '중간 정도'인 경우 

 

2번(통증기간) :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되고(AND)  

4번(통증빈도) :  1달에 한번 이상 통증발생 되고 

3번(통증강도) :  '심한 통증' 또는 '매우 심한 통증'인 경우 

관리대상자 
 
 
 
 
통증호소자 

□ 데이터 sheet 



• 결과 sheet는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 계산 

① ‘현재∙이전 작업기간’ 범주는 별도 설정 가능 

① 

※ 수준별 결과 표시 가능 범위 : 부서 20개, 라인 30개, 작업 50개 

□ 결과 sheet 



• ‘부서/라인/작업’별 ‘육체적 부담 정도’ 결과 예시 

□ 결과 sheet 



• ‘부서/라인/작업’별 ‘NIOSH Symptom Survey’에 따른 ‘통증호소자’ 분포 예시 

□ 결과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