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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s for measuring the physical workload of construction workers are classified into posture assessment 

techniques (i.e., OWAS, RULA, etc.) and physiological measurement techniques (i.e., EMG, heart rate, etc.). The one 

does not quantify the workload on a specific body part of a worker by considering the weight of the hand tools or 

materials on hand and time for holding a particular posture. This paper presents a procedure for evaluating a physical 

demand using the electromyography (EMG) sensor. This study compares the EMG measurement and the posture 

assessment. The case study is carried out on a masonr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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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전 산업분야는 자동화 및 기계화로 인해 작업현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상은 여전히 재해의 큰 비중을 차지한

다.1) 특히, 건설분야는 기능인력의 작업강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다양하게 변하는 작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작업부하 측정도구가 부족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 본 연구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석공의 작업부하(workload)를 평가하기 위해 산업분야에서 일반화된 

자세평가 기법(OWAS)과 생리학적 측정방법(EMG)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분석 결과의 차이를 논의한다. 

1.2 연구 방법

석공의 작업부하 평가는 석판의 설치 높이를 3 단(40cm, 90cm, 160cm)으로 구분하고, 각 설치 높이에 해당하는 작업자세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근골격계에 미치는 위험등급을 평가한다. 그와 동시에 신체부위 3곳(팔, 허리, 다리)에 전극을 부착하여 상기 작업시 근전도신호를 

측정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건설분야에 노무자의 작업부하를 평가와 관련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김현욱(2004)3)은 철근 결속작업을 대상으로 재래식 수작업과 

자동철근결박기를 사용한 경우 생체역학적 스트레스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윤근 외(2010)4)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에 대해 작업자용 자가 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김균태(2012)2)는 건설 목공을 대상으로 가속도센서를 활용하여 동작 분석과 근골격계 

부담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 실증연구

실험은 과거 근골격계질환 병력이 없는 3명의 남자가 석공으로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석판은 13kg(가로 60cm, 세로 30cm)을 사용하였고, 

설치 높이는 무릎(40cm), 허리(90cm), 어깨(160cm) 위치로 구분한다. 작업 사이클은 5초간 준비선에서 대기한 후, 한 발을 내밀어 7초 내에 

석판을 지정된 위치에 설치토록 하였다. 각 실험 직후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한 사람이 3번씩 반복하였다. 근전도 측정장비는 락싸(Laxtha)에서 

개발한 WEMG-8(Model:LXM5308)를 사용하였다. 전극(electrode)은 팔(Biceps brachii: 상완이두근), 허리(Erector spinae: 척추기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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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Rectus femoris: 대퇴거근)부위에 각각  부착하였다.  표 1은 실험 후 자세분석을 위해 영상을 분석한 결과와 근전도센서로 측정한 데이터

로 부터 RMS(root mean square)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이다. 

구분 작업사진 *OWAS 분석 **EMG 분석 (μV) 결과비교

1단
자세코드 (2/1/6/2)

= 2 (가까운 장래에 개선 요함)

팔(143)>허리(55)>다리(32)
합계(229)

OWAS분석은 1단과 2단 설
치 자세에 대해 근골격계질
환 위험등급을 동일한 2로
평가하고, 3단 설치의 경우,
보다 높은 위험등급 3으로
평가된다.
그에 반해, 근활성도를 분석
한 결과 허리 높이에 석판을
설치하는 2단계가 신체부담
이 가장 적고, 허리 아래(1
단)와 어깨 위에 설치(3단)하
는 경우는 작업부하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단
자세코드 (2/1/3/2)

= 2 (가까운 장래에 개선 요함)
팔(130)>허리(52)>다리(17)

합계(198)

3단
자세코드 (2/3/3/2)

= 3 (가능한 조기 개선 요함)
팔(147)>허리(61)>다리(16)

합계(224)

* 자세코드(허리/팔/다리/하중) = 조치수준(등급)
** 7초간 측정한 근전도 센서스트림의 RMS 평균값

표 1. 석판 설치 높이 구분에 따른 작업부하 평가 결과

4. 결 론

본 연구는 건설현장 노무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부하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 비교하였다.  기존의 자세평가표에 

따른 신체부담을 평가하는 기법(OWAS)과 작업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직접적인 근육활성도를 평가하는 기법(EMG적용)에 따라 산출된 작업

부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OWAS는 1단과 2단 설치 자세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위험등급을 2(가까운 장래에 개선 요함)로 평가하고, 3단 

설치의 경우, 보다 높은 위험등급 3(가능한 조기 개선 요함)으로 평가하였다. 그에 반해,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허리 높이에 석판을 설치하는 

2단계가 신체부담이 가장 적고(팔(130)>허리(52)>다리(17), 합계(198)), 허리 아래(1단: 팔(143)>허리(55)>다리(32), 합계(229))와 어깨 위에 

설치(3단: 팔(147)>허리(61)>다리(16), 합계(224))하는 경우는 작업부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차이는 자세분석기법과 달리 생리학적 분석

방법이 실제 지속되는 근육 사용시간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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