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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ordinated upper-limb body postures on the subjective discomfort 
rating, heart rate, and muscle activities. Background: Although generally many checklists such as OWAS, RULA, and 
REBA were applied to evaluate various body postures, the body postures were might be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because each body part(i.e., back, shoulder, and elbow etc.) was evaluated separately, and then added all rates of individual 
body parts to assess an overall risk level for the body posture in these methodologies. Methods: A total of 20 participants 
maintained 14 postures which were combinations of back, shoulder, and elbow flexion angles and then muscle activities, 
subjective discomfort, and heart rates were collected every three minute during a sustained 15 minute and 0.5kg weight 
holding task. Four muscle groups were investigated: erector spine, anterior deltoid, upper trapezius, triceps brachii. Results: 
Results showed that subjective discomfort was the lowest when the angle of back and shoulder were both 0°s, while the body 
posture with 45° of back angle and 45° shoulder angle was rated as the most subjective discomfort posture. In general, the 
subjective discomfort ratings increased as back and shoulder flexion angles increased. It was noted that, however, the 
subjective discomfort of body posture with a 45° back angle and 45° shoulder flexion angle was lower than that of body 
posture with a 0° back and 45° shoulder flexion angle. The research findings of heart rates and muscle activities showed 
similar results for the analyses of subjective discomfort ratings. Conclusions: The possible limitations of the current 
ergonomics evaluation techniques which assessing a body posture with summing all body part score after individually 
analyz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es of subjective discomfort, heart rate, and muscle activities, it was recommended 
that a use of effects of coordinated upper-limb body postures would be considered when one evaluates work-load for various 
working postures. Application: These findings can be used for developing a more accurate assessment checklist for working 
posture as well as prevent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workers in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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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근골격계 질환이란 장시간의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말

한다. 그 영향으로 작업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고통과 생산

성 감소 및 보상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 등을 가중시킨다

(Chaffin et al., 1999). 최근 근골격계 질환은 사회적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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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두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2009년

도 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전체 97,821명 산업재해

자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6,234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많은 산업현장에서 작업 위험요인에 대한 평

가와 질환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작업의 경우 

개인적으로 또는 소수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산업현장의 근골격계 위험요인과 농작업의 위험요인을 

비교해 보면 농작업은 그 특성상 작업환경 및 자세가 불특정 

하여 위험요인 특성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Park, 2000). 

농작업은 소수의 인원이 다양하고 과도한 작업을 수행해

야 하는 열악한 작업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사회적 특

성상 농작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

성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당히 크다고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작업환경과 자세로 인하여 그 심각성

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농작업 또한 자세 또는 작업환

경의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기법들의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

하다.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인 작업 자세에 대

하여 작업 부하를 예측 및 평가를 하는 평가 기법 중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간공학적 작업 부하 평

가 기법들은 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REBA 

(Rapid Entire Body Assessment)가 있는데, 이는 관찰적 

기법(observational method)으로써 선행연구에 따르면 작

업 자세 부하 분석 및 평가 방법 중 관찰적 기법이 평가 

시 작업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

하지 않아 가장 선호되어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Genaidy et al., 1994; Kilbom, 1994; Winkel and 

Mathiassen, 1994; Li and Buckle, 1999). 

하지만 3가지 기법들 중 OWAS의 경우, 평가각도나 정확

한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세 용어를 사용하므로 

각 신체부위별 각도를 기준으로 자세를 분류하여 측정하는 

RULA나 REBA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기

법들의 장점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다고 해도 

약간의 이해만으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각 신체부위별로 평가를 함으로

써 각 부위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에 

한계가 발생하고 과대 평가의 가능성이 있다(Kong et al., 

2010; Lim et al., 2011). 

Lim et al.(2011)은 허리각도와 어깨각도를 조합한 작업 

자세에 대한 결과에서 RULA, REBA, OWAS와 같은 자세

부하평가 기법들의 한계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예를 들면, 

허리각도 45°와 어깨각도 45°의 조합이 허리각도 45°와 어

깨각도 0°의 조합보다 어깨의 불편도 및 근육활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평가 기법들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

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리각도와 어깨각도, 그리고 팔꿈

치각도를 조합한 자세가 주관적 불편도와 심박수, 근활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더불어 기존 평가 기법

들의 한계점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 Method 

2.1 Subjects 

본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과거와 현재 허리와 상지

에 근골격계 관련 질환의 경험이 없는 남자 대학생 및 대학

원생 20명이 참여하였다. 

전체 피실험자의 평균 연령은 25.4±2.5[세]이고, 신장 

및 몸무게의 평균은 각각 175.93±4.4[cm], 71.93±6.4 

[kg]이다. 

2.2 Postures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자세 선정을 위하여 농작업 

현장에서 촬영한 총 8시간 11분 16초의 동영상에서 분당 

10초 이상 동일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분당 작업 자세 빈

도가 5회 이상 취해진 작업 자세 662개의 주요 자세를 도출

하였으며, 각 작업별 주요 자세의 허리, 어깨, 팔꿈치에 대하

여 동영상 분석을 통한 각각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그 중에

서 반복되는 작업을 기준으로 분당 빈도가 높은 주요 자세

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동영상 분석을 통해 허리는 0~ 

90°, 어깨는 0~120°, 팔꿈치는 0~90°의 대표각도를 수

립하였다. 이들 각 부위별 굽힘각도 선정은 기존 연구에서 

45°를 기준으로 나눈 연구에 따라 허리는 3수준(0°, 45°, 

90°), 어깨는 4수준(0°, 45°, 90°, 120°), 팔꿈치는 3수준

(0°, 45°, 90°)으로 각각 선정하였다(McGill et al., 1986, 

McAtamney et al., 1993, Hignett et al., 2000). 이에 각 

관절의 각도를 조합하여 36개의 자세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36개의 주요 자세에 대해 662개의 자세를 빈도수를 정리한 

결과, 빈도수가 20회 이상인 주요 자세는 14개로서 전체 주

요 자세 중 78.4%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본 실험에서 수

행된 실험자세는 <Figure 1>과 같다. 

2.3 Muscles 

각 작업 자세에 따른 신체부위별 근육의 활성도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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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상지 및 허리와 관련된 4개의 근육을 선정하였다. 

평가 근육으로 허리부위의 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척추의 

신전과 외측굴곡을 관장하는 척추세움근(Erector Spine, ES)

을 선정하였으며 근육의 resting EMG는 편히 엎드린 상태

에서 5초 동안 측정하였다. 또한 maximum EMG는 엎드린 

상태에서 실험자가 다리를 고정하고 피실험자가 상체를 최

대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5초간 측정하였다. 어깨의 부하

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완골의 굴곡을 관장하는 삼각근 전부

(Anterior Deltoid, AD)와 견갑골의 거상을 관장하는 승모

근 상부(Upper Trapezius, UT)를 선정하였다. 삼각근 전부

의 resting EMG는 등을 고정시키고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5초간 측정하였고, maximum EMG는 같은 자세에서 양팔을 

전방으로 90° 올린 후 실험자가 피실험자의 팔에 아래방향

으로 부하를 주고 실험자는 위쪽방향으로 들어올리는 방법

으로 5초간 측정하였다. 승모근 상부의 resting EMG 또한 

삼각근 전부의 resting EMG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5초간 

측정하였고, maximum EMG는 같은 자세에서 실험자가 피

실험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실험자는 위방향으로 어깨를 들

어올리는 방법으로 5초간 측정하였다. 팔의 부하를 평가하

기 위하여 주관절과 상완골의 신전을 관장하는 상완삼두근

(Triceps Brachii, TB)를 선정하였다. 상완삼두근의 resting 

EMG 또한 삼각근, 승모근 상부와 동일하게 등을 고정시키고 

의자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5초간 측정하였다. Maximum 

EMG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안정적으로 지지시키고 팔꿈치

를 90° 굽혀 실험자가 피실험자의 몸방향으로 손목을 누르

면 피실험자는 반대방향으로 힘을 주는 방법으로 5초간 측

정하였다. 각 근육의 활성도 측정을 위한 근전도 부착 위치

(Table 1)는 SENIAM과 Perotto A.(2004)를 참조하였다. 

2.4 Equipments 

본 연구는 상지 및 허리와 관련된 4개 근육에 대한 근전도 

평가를 위하여 Noraxon사의 근전도 측정기 DTS system을 

사용하였다. DTS system은 WiFi를 이용한 완전무선 방식 

시스템으로 4~16개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4개 채널만을 사용하였다. DTS system으로 측정된 근전

도 Data는 DTS system의 software인 MyoResearch XP 

Master(ver. 1.07)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심박수 측정 및 분석은 심장의 ECG 신호를 통해 실시간

의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타입(수신기)의 Polar 

RS 800 system을 사용하였다. 

2.5 Design of experiment 

허리와 어깨, 팔꿈치가 조합된 자세에 대한 각 신체부위별 

주관적 불편도와 심박수의 변화, 그리고 근전도를 통한 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4가지 작업 자세와 상지 및 허리

관련 4개 근육들(척추세움근, 삼각근, 승모근, 삼두근)을 독

립 변수로 정하였으며, 주관적 불편도와 심박수, 근전도의 

RMS(Root Mean Square)를 종속 변수로 정하여 유의수준 

0.05로 분석하였다. 

피실험자들은 본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실험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실험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간단한 인적사항(생년월일, 신장, 몸무게)과 과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유무, 진단 경력 등에 대해 작성하였다.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허리 및 상지 근육에 대한 근전도 

Table 1. Positions of EMG electrodes(SENIAM) 

허리 어깨 팔 

척추세움근 
(Erector Spine)

삼각근 
(Anterior Deltoid)

승모근 
(Upper Trapezius) 

삼두근 
(Triceps Brachoii)

    

Figure 1. Fourteen body postures(B-back, S-shoulder, E-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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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 4개의 근전도 센서를 선정된 각 근육에 부착하

였다. 

심박수의 경우, 피실험자의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Polar 

RS 800 system을 착용하였고, 사람마다 최대·최소값이 다

르므로 이와 같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심박수

에 대해서 <eq. 1>을 이용하여 표준화(Karvonen et al., 

1957)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최대 심박수는 ACSM(미

국스포츠의학회)에서 쓰고 있는 공식인 '220-자신의 나이'

로 계산하였다(Fox et al., 1971). 최소 심박수는 몸이 운동

을 하고 있지 않는 안전 상태에서의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 전에 측정하였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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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MAX

RESTWORK

HRHR

HRHR ........................ (eq. 1) 

 

근전도 RMS의 경우 역시, 피실험자들 간의 근활성도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각 근육별 resting EMG를 측정한 후, 

maximum EMG를 5초씩 총 3회 측정하여 각 근육에 대한 

표준화<eq. 2>를 실시하여 %MVC(Maximum Voluntary 

Contraction)를 산출하였으며, 이때, 측정 사이에 피로를 최

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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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위해, 실험자는 14가지 자세에 대하여 무작위

로 순서를 선정한 후, 피실험자에게 선정된 순서대로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때, 각 자세에서 양손에 0.5kg의 아령을 

들고 15분간 유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전

신에 대한 주관적 불편도에 대하여 Borg's RPE scale을 활

용하여 측정하고, 각 신체부위(허리, 어깨, 팔)에 대한 주관

적 불편도에 대하여 Borg's CR-10 scale을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또한, 주관적 불편도와 동시에 피실험자의 심박수도 

측정하였다. 한 가지 자세가 끝나면, 피실험자는 실험에 대

한 피로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10분 이상의 충분한 휴

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3. Results 

3.1 Subjective discomfort rating 

ANOVA 분석 결과, 전신 불편도는 허리각도와 어깨각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이는 

허리와 어깨각도에 따라 전신 불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 수 있고, 허리각도가 45°일 때 전신 불편도는 15.6을 

나타내어, 허리각도 90°(14.3)와 허리각도 0°(13.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한편 어깨각도가 120°일 때 

전신 불편도는 17.11을 나타내어, 어깨각도 90°(15.1), 어

깨각도 45°(13.7), 어깨각도 0°(9.6)일 때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어깨각도가 높아짐에 따

라 전신 불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Borg's RPE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한 각 자세 별 전신 불

편도를 Tukey HSD로 그룹핑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장 높은 불편도를 보인 자세는 어깨각도가 120°인 B0-

S120-E0(17.11)로, 이는 Borg's scale에서 Very hard한 

상태인 매우 힘든 자세를 뜻한다. 반면, 가장 낮은 불편도를 

보인 자세는 허리와 어깨각도가 0°인 경우로, B0-S0-E45 

(9.34)와 B0-S0-E90(9.82)이었고, 이는 Very light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덜 힘든 자세를 뜻한다. 

각 자세에 따른 신체 별 주관적 불편도를 측정하기 위해 

Borg's CR-10 scale를 사용하여 Tukey HSD으로 그룹핑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허리 불편도는 허리각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01). 허리각도가 45°일 때 허리 불편도

는 6.2로 나타나, 허리각도 90°(4.3)와 허리각도 0°(1.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룹핑 결과 허리각도가 

0°일 때,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고 특히, B0-S0-E45의 경

우에는 Extremely weak와 Very weak의 사이로 허리에 

거의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 불편도는 허리각도와 어깨각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허리와 어깨각도 간의 교호작용에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이는 허리와 어깨각도에 따라 어깨 불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허리각도가 0°일 때 어깨 불편

도는 4.2로 나타났으며, 허리각도 45°(3.1), 허리각도 90°

Table 2. Whole-body discomfort for each body posture 

Body-posture Discomfort Body-posture Discomfort

B0-S0-E45 9.34A B45-S45-E0 14.87BCDE 

B0-S0-E90 9.82A B45-S45-E45 15.33CDE 

B0-S45-E90 12.31B B0-S90-E45 15.42CDE 

B0-S45-E45 12.95BC B45-S90-E45 15.80CDE 

B0-S45-E0 12.96BC B45-S90-E0 16.33DE 

B90-S90-E0 13.96BCD B0-S120-E0 17.11E 

B0-S90-E90 14.46BCDE Mean 13.95 

B90-S90-E45 14.63BCDE 

 

SD 0.17 

*Alphabet represents a significant statistical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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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어깨각도가 

120°일 때 어깨 불편도는 17.11로 나타나, 어깨각도 90°

(15.1), 어깨각도 45°(13.7), 어깨각도 0°(9.6)일 때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4가지 자세 분석에서는, 어깨

각도가 최대인 120°의 조합 자세인 B0-S120-E0에서는 

7.19점으로 가장 큰 불편도를 나타내었다. 

팔 불편도는 허리각도와 어깨각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고 허리와 팔꿈치각도 간의 교호작용에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허리와 어깨각도에 따라 팔 불편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허리각도가 0°일 때 팔 불편도는 3.9를 나타내

어, 허리각도 45°(3.0), 허리각도 90°(2.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어깨각도가 120°일 때 팔 불편도는 

6.30을 나타내, 어깨각도 90°(3.7), 어깨각도 45°(3.1), 어

깨각도 0°(2.0)일 때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팔

의 경우, 전신 또는 다른 신체부위(허리, 어깨)와는 다르게 

가장 작은 불편도를 나타낸 자세가 B45-S45-E0로 1.57

점을 나타냈고, 가장 큰 불편도를 나타낸 자세는 B0-S120-

E0로 6.03점을 나타내어, 이는 전신과 어깨 불편도와 동일

하게 매우 힘든 자세로 나타났다. 

3.2 Heart rate 

심박수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허리와 어깨, 팔꿈치

각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깨각도와 팔꿈치각도의 교호작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허리와 어깨, 팔꿈치 각각의 각도 모두 심박수에 영향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리의 경우, 허리각도 45°일 때, 

28.0%의 심박수를 보였으며, 이는 허리각도 90°(26.4%), 

허리각도 0°(25.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어

깨의 경우, 어깨각도 120°일 때, 31.1%의 심박수를 보였으

며, 어깨각도 90°(28.3%), 어깨각도 45°(25.6%), 어깨각

도 0°(19.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팔꿈치의 

경우, 팔꿈치각도 45°일 때, 26.9%의 심박수를 보였으며, 팔

꿈치각도 0°(26.7%), 팔꿈치각도 90°(24.2%)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심박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신체부위별 각도는 허리각도 45°, 어깨각도 120°, 팔꿈

치각도 45°로 나타났다. 14가지 자세 분석에서, 31.09%로 

가장 높은 심박수를 보인 자세는 B0-S120-E0로 나타났

으며, 가장 낮은 심박수를 보인 자세는 B0-S0-E90으로 

18.02%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Subjective discomfort of each body part for 
each body posture 

Body-posture Discomfort Body-posture Discomfort

B0-S0-E45 0.71A B90-S90-E0 3.97B 

B0-S0-E90 1.04A B90-S90-E45 4.66BC 

B0-S45-E45 1.28A B45-S45-E45 5.64CD 

B0-S45-E0 1.32A B45-S90-E45 6.18CD 

B0-S90-E90 1.43A B45-S45-E0 6.20CD 

B0-S45-E90 1.48A B45-S90-E0 6.80D 

B0-S90-E45 1.74A Mean 3.19 

B0-S120-E0 2.17A 

 

SD 0.10 

Body-posture Discomfort Body-posture Discomfort

B0-S0-E45 1.25A B0-S45-E45 3.78C 

B0-S0-E90 1.41A B45-S90-E0 4.17CD 

B90-S90-E0 1.75A B0-S45-E90 4.19CD 

B45-S45-E0 1.87AB B0-S90-E90 5.79DE 

B90-S90-E45 1.95AB B0-S90-E45 6.32E 

B45-S45-E45 2.77ABC B0-S120-E0 7.19E 

B45-S90-E45 3.52BC Mean 3.55 

B0-S45-E0 3.73C 

 

SD 0.11 

Body-posture Discomfort Body-posture Discomfort

B45-S45-E0 1.57A B0-S45-E90 3.76DEFG 

B0-S0-E45 1.83AB B0-S45-E0 3.84DEFG 

B90-S90-E0 1.93ABC B45-S90-E0 4.03EFG 

B0-S0-E90 2.24ABCD B0-S90-E90 4.95FGH 

B90-S90-E45 2.57ABCDE B0-S90-E45 5.14GH 

B45-S45-E45 2.78ABCDE B0-S120-E0 6.30H 

B45-S90-E45 3.43BCDEF Mean 3.42 

B0-S45-E45 3.52CDEFG 

 

SD 0.10 

*Alphabet represents a significant statistical grouping 

Table 4. Heart rates(%) for each body posture 

Body-posture Heart rate Body-posture Heart rate 

B0-S0-E90 18.02A B0-S90-E90 27.58DEFG 

B0-S0-E45 20.59AB B45-S45-E45 27.86EFG 

B0-S45-E0 23.07BC B0-S90-E45 29.15EFG 

B45-S45-E0 23.70BCD B45-S90-E45 30.12FG 

B90-S90-E0 25.35CDE B45-S90-E0 30.45FG 

B0-S45-E45 26.32CDEF B0-S120-E0 31.09G 

B0-S45-E90 27.05CDEFG Mean 26.27 

B90-S90-E45 27.41DEFG 

 

SD 4.11 

*Alphabet represents a significant statistical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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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uscle activities 

ANOVA 분석 결과, 척추세움근은 허리와 어깨, 팔꿈치

각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리각도와 어깨각도, 허리각도와 팔꿈치각도, 어

깨각도와 팔꿈치각도의 교호작용에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허리와 

어깨, 팔꿈치의 각각의 각도가 모두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

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척추세움근의 경우, 허리각

도 45°에서 18.5%MVC의 근육활성도를 보였으며, 허리각

도 0°(13.2%MVC)와 허리각도 90°(7.0%MVC)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어깨각도의 경우, 어깨각도 120°

에서 척추세움근은 15.98%MVC의 근활성도를 보였으며, 

어깨각도 45°(15.2%MVC), 어깨각도 90°(13.6%MVC), 

어깨각도 0°(10.1%MV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팔꿈치각도의 경우, 팔꿈치각도 0°에서 척추세움

근은 14.8%MVC의 근육활성도를 보여, 팔꿈치각도 45°

(14.2%MVC)와 팔꿈치각도 90°(11.5%MVC)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이 나타났다. 각 자세별 근육의 평균 %MVC

를 Tukey HSD를 사용하여 그룹핑한 결과(Table 5), %MVC

는 각 자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0.001), 그룹핑 분석을 통해 허리각도에 따라 %MVC가 영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삼각근은 주 효과인 허리, 어깨각도와 함께, 허리각도와 

팔꿈치각도, 어깨각도와 팔꿈치각도의 교호작용에서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허리와 어깨의 각도가 삼각근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리의 경우, 허리각도 0°에서 삼각

근은 17.1%MVC의 근활성도를 보였으며, 허리각도 45° 

(11.4%MVC), 허리각도 90°(3.65%MVC)보다 삼각근의 

%MV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어깨는 어깨각도 

120°에서 삼각근은 33.7%MVC의 근활성도를 보여, 어깨각

도 90°(14.6%MVC), 허리각도 45°(10.9%MVC), 어깨각

도 0°(6.9%MV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 나타났다. 

Tukey HSD 분석 결과, B90-S90와 B45-S45에서 각각 

3.7%MVC, 5.1%MVC의 근활성도를 보인 반면, B0-S0에

서는 6.9%MVC의 근활성도를 보여 B0-S0에서 %MVC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어깨각도

는 어깨 들림에 따른 각도크기가 아니라 허리각도와의 조합

으로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리와 

어깨의 각도 차이가 커질수록 삼각근의 근활성도는 높아진

다고 볼 수 있다. 

승모근은 허리와 어깨, 팔꿈치각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리각도와 팔꿈치

각도, 어깨각도와 팔꿈치각도의 교호작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이는 허리와 어깨, 팔꿈치

의 각각의 각도가 모두 승모근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허리각도 0°에서 승모근의 경우 14.4%MVC

의 근활성도를 보였으며, 허리각도 45°(9.1%MVC)와 허리

각도 90°(3.2%MV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어

깨각도 120°에서 승모근은 32.53%MVC의 근활성도를 보였

고, 어깨각도 90°(12.8%MVC), 어깨각도 45°(8.8%MVC), 

0°(2.5%MV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팔

꿈치의 경우, 팔꿈치각도 0°에서 승모근은 13.3%MVC의 

근활성도를 보여, 팔꿈치각도 90°(11.4%MVC)와 팔꿈치

각도 45°(9.6%MV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 나타

났다. Tukey HSD를 통한 분석의 결과 또한 %MVC는 각 

자세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특히, B0-S0, B45-S45, B90-S90일 때 %MVC

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허리와 어깨의 각

이 차이가 작을수록 승모근의 %MVC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삼두근은 허리와 어깨, 팔꿈치각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깨각도와 

팔꿈치각도의 교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허리와 어깨, 팔꿈치의 각

각의 각도가 모두 삼두근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리각도 0°에서 삼두근의 경우 2.5%MVC의 

근활성도를 보여, 허리각도 45°와 허리각도 90°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어깨는 어깨각도 120°에서 삼두근은 

근활성도가 5.42%MVC로, 어깨각도 90°(2.6%MVC), 어깨

각도 45°(2.1%MVC), 어깨각도 0°(1.6%MVC)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승모근은 팔꿈치각도 0°에서 

3.2%MVC의 근활성도를 보여, 팔꿈치각도 45°(2.1%MVC)

와 팔꿈치각도 90°(1.7%MV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 나타났다. 삼두근에 대한 Tukey HSD를 통한 분석의 

결과 역시 %MVC는 각 자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 

Table 5. Average of %MVCs for each body posture 

Body-posture ES Body-posture ES 

B90-S90-E0 6.38A B0-S45-E45 15.96BCDE

B90-S90-E45 7.70A B0-S120-E0 15.98BCDE

B0-S0-E90 9.70AB B45-S45-E45 16.53BCDE

B0-S0-E45 10.5ABC B45-S45-E0 17.94CDE 

B0-S90-E90 12.02ABCD B45-S90-E45 18.92DE 

B0-S45-E0 12.84ABCD B45-S90-E0 20.69E 

B0-S45-E90 12.87ABCD Mean 13.88 

B0-S90-E45 15.81BCDE

 

SD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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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에 따른 주관적 불편도와 심

박수, 근전도 RMS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주관적 불편도의 경우, ANOVA 분석 결과 전신 불편도에

서 허리각도가 45°일 때 15.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90°, 0°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였다. 또한, 심박수를 고려하여 개

발된 Borg's RPE scale을 사용하여 불편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체 불편도와 심박수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허리각도 0°, 어깨각도 120°에서 불편도 17.1과 31.1%의 

심박수를 나타내었고, 허리각도 45°, 어깨각도 90°에서 불

편도 16.1과 30.3%의 심박수를 나타내어 그 다음으로 높은 

불편도와 심박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체 불편도와 심박수

의 결과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깨 불편도 또한 어깨각도가 증가할수록 불편도가 높게 

나타나는 Lim et al.(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깨 관련 근육인 삼각근과 승모근이 어깨각도가 증가

할수록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소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허리각도와 어깨각도를 

조합한 자세를 비교하면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예로, 허리각도 0°, 어깨각도 45°의 경우, 어깨 불편도는 

3.9이고, 삼각근과 승모근은 각각 14.8%MVC와 12.6%MVC

의 결과를 보였으며, 허리각도 45°, 어깨각도 45°의 경우, 

어깨 불편도가 2.3, 삼각근과 승모근은 각각 5.1%MVC와 

3.1%MVC와 같은 결과를 보여 허리각도 0°, 어깨각도 45°

일 때 불편도와 근활성도가 허리각도가 큰 허리각도 45°와 

어깨각도 45°인 자세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자세 모두 어깨각도가 45°이지만, 허리를 45°로 

굽힘으로써 지면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어깨각도는 0°가 되

어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팔 또한 어깨각도가 증가할수록 불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는데, 팔에 관련하여 어깨각도와 허리각도를 조합

한 자세를 비교해 보면, 허리각도 0°, 어깨각도 45°일 때, 

허리각도 45°, 어깨각도 45°일 때보다 팔 불편도와 삼두근

의 근활성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팔꿈치 각도가 증가할수록 삼두근의 근활성도가 낮아지

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팔꿈치가 부담해야 하는 전완의 하

중을 팔꿈치 각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적은 하중을 받게 되

므로 삼두근의 근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근전도 측정을 위해 선정된 4개의 근육 중 척추세움근의 

활성도를 보면, 허리각도가 90°일 때 가장 낮은 활성도를 보

였다. 이는 척추세움근은 척추의 신전과 외측굴곡을 관장하

여 척추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허리

각도 90°에서는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피실험자들은 상지를 앞쪽으로 굽힘으로써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하

지의 근육들이 피곤을 느낀다고 미루어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신 불편도와 심박수, 신체부위별 불편도와 각 

근육별 근활성도의 결과의 많은 부분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리각도가 0°일 때, 주관적 불편도, 심박수, 그

리고 %MVC는 어깨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불편도, 심

박수, %MVC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기존 인간공

학적 평가 기법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기존의 인간공학적 평가 기법들은 각 신체부위별로 개별 

체크하여 점수를 평가하여 신체부위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

Table 5. Average of %MVCs for each body posture (Continued)

Body-posture AD Body-posture AD 

B90-S90-E0 2.46A B0-S45-E90 14.47BC 

B45-S45-E0 3.54A B0-S45-E0 16.19CD 

B90-S90-E45 4.84A B45-S90-E0 21.09CD 

B0-S0-E45 6.31AB B0-S90-E90 21.68CD 

B45-S45-E45 6.60AB B0-S90-E45 23.26D 

B0-S0-E90 7.46AB B0-S120-E0 33.66E 

B0-S45-E45 13.88BC Mean 11.30 

B45-S90-E45 14.18BC SD 0.41 

Body-posture UT Body-posture UT 

B90-S90-E0 1.46A B0-S45-E90 12.81BC 

B45-S45-E0 1.72A B0-S45-E0 13.26BC 

B0-S0-E90 2.14A B45-S90-E0 17.64BCD 

B0-S0-E45 2.92A B0-S90-E90 19.22CD 

B45-S45-E45 4.40A B0-S90-E45 20.77D 

B90-S90-E45 4.84A B0-S120-E0 32.53E 

B0-S45-E45 11.87B Mean 13.54 

B45-S90-E45 12.66BC SD 0.52 

Body-posture TB Body-posture TB 

B0-S0-E45 1.51A B45-S90-E45 2.40AB 

B0-S0-E90 1.59A B0-S45-E0 2.48AB 

B45-S45-E45 1.78A B90-S90-E0 2.71AB 

B45-S45-E0 1.83AB B0-S90-E45 2.78AB 

B90-S90-E45 1.88AB B45-S90-E0 3.54B 

B0-S45-E90 1.88AB B0-S120-E0 5.42C 

B0-S45-E45 2.24AB Mean 2.46 

B0-S90-E90 2.33AB SD 0.10 

*Alphabet represents a significant statistical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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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평가에 있어서 과대평가 또는 과소 평가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업 부하를 평가 시에 상호연관성을 고려하

여 평가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예상한다. 

5.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에 따른 주관적 불편도와 심

박수, 근전도 RMS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불편도에서 허리각도와 어깨각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신 불편도와 각 신체부위

별 불편도에서 허리각도와 어깨각도의 차이가 0°(즉, 차이가 

적을수록)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불편도가 낮은 경향을 보

였다. 그에 대한 예로 B0-S0, B45-S45, B90-S90의 자

세와 B0-S45, B0-S90, B0-S120의 자세에 대한 어깨 

불편도를 비교해 보면, B0-S0, B45-S45, B90-S90의 자

세일 때, 어깨각도는 증가하지만 허리각도가 함께 증가하여 

어깨 불편도가 적게 나왔고, B0-S45, B0-S90, B0-S120

에서는 허리각도는 변하지 않고 어깨각도만 증가함에 따라 

어깨 불편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깨와 

허리의 차이가 적은 자세가 위험성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예

방하는데 보다 좋은 자세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의 인간공학적 평가 기법에서 각 신체 별 상호연관성을 고

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극복함으로써 추후 작업에 대한 

신체부하 평가 시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존의 자세부하 평가 기법의 한계점을 극복하

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작업의 능률과 직업성 근골격계 질

환 예방에 기여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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