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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 기법을 이용한 PET병 제조공정의 인간공학적 분석

Ergonomic Analysis of Manufacturing Process

for PET Bottle by REBA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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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cks of harmony of a person and machine according to productivity elevation

pursuit is happened by enterprise common problem in Global competition age and

productivity loss is caused being connected to worker's burden work. Burden work in

PET bottle production Process which are arrangement, Packing, interior inspection is

analyzed by Ergonomic analysis technique. REBA estimation point(10~11 points)

means the high step of hazard on worker's burden. It is immediately required the

improvement on the process. This thesis show you the improving methods like

package, examination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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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lobal 무한 경쟁시대의 기업 공통적인 문제

점으로 생산성 향상 추구에 따라 제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사람과 기계의 부

조화가 발생되어 작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생

산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Work-Related Musculskeletal Disorders,

WMSD)
1)
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따른 근육피로 누적으로

허리, 목, 어깨, 팔, 손, 다리 등에 통증으로 나

타나 작업자의 고통과 더불어 작업수행과 능력

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Performance over time) 실제로 한국의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1998년 123명에서

2,000년 1,009명 2007년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에 따르면 작업관련성 질병자수 11,472명중 근

골격계 질환자는 7,723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로

인한 기업과 개인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이

질환의 예방 의무를 구체화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제9장)”조항을 「산

업보건에 관한 규칙」 에 2003년 7월 12일 공

포되었으며,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

로자가 종사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1년 이내

에 실시하고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

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회용 PET병 생산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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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ufacturing process.

 - 부담작업 유형 2

- 부담작업 유형 7

Fig. 3. Body burden work.4)

있어서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작업자의 신체통

증 및 관리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 PET병 생산Process 중에 부담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정에 대해 인간공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분석을 통

하여 최적의 작업방법 및 근무 환경을 구축, 작

업자의 부담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경북지역에

소재한 PET병 제조공장이었다. 분석하고자 하

는 대상작업의 범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자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담 작업을 유해요

인조사를 통하여 대상공정을 확정하였다. 또한

인간공학적 분석기법중 대상공정에 적합한 기

법을 적용하였다.

2.1 PET병 제조공정 Process

제조공정은 Fig. 1과 같이 (프레스 사출성형

> 라벨 부착 > PET 정렬 > PET 포장 > 포

장 내부 검사 > 배송) 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

2.2 REBA 기법

인간공학적 분석기법에는 OWAS, RULA,

REBA, NIOSH, Strain index 등이 있다. 작업

유형과 신체동작을 고려해 분류하면 전신동작

에는 OWAS, REBA가 있고 자세위주는

OWAS, RULA, REBA가 있는데 PET병 분석

은 작업유형과 신체동작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

법은 REBA기법이다.

Fig. 2는 인간공학적 분석기법중 REBA3) 평

가 Worksheet로서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신체

에 대한 부담정도와 위해인자 노출정도를 분석

할 수 있다.

Fig. 2. REBA assessment sheet.

2.3 PET병 제조공정의 부담작업

PET병 제조공정의 분석대상은 신체부담 분

석 기준표
4)
Fig. 3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유형

2와 7에 해당되는 PET정열, 포장, 내부검사공

정을 선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PET병 제조공정의 인간공학적 분석 및 평가

PET병 생산공정의 Process중에서 부담작업

으로 선정된 정렬, 포장, 내부검사 공정에 대하

여 REB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2호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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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으로는 작업자세 평가를 위한 작업

이나 자세를 선택하기 위해 작업자의 작업을

몇 번의 반복 횟수 동안 관찰을 하고 작업 중

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자세나 작업 부

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자세를 선택하여 평가

를 한다. 평가 시 작업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쪽만을 평가하고, 다음에 다른 쪽을 평가

한다. 작업평가를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

더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실제 평가는 REBA

평가 용지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항목들 기록

하고 점수를 산출하면 된다.

Fig. 4는 분석기법인 REBA 평가절차로서 부

담 작업의 작업자 신체동작을 분석, 점수로 산

정한다.

Fig. 4. REBA Assesment process.

REBA 평가는 작업자세에 대하여 그룹 A(몸

통, 목, 다리)와 그룹 B(윗팔, 아래팔, 손목)로

구분하여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각도와 신체

부담 요인을 추가점수로 산정하여 작업의 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PET 정열작업의 몸통평가 시 Fig. 5와 같이

작업자의 몸통이 전방 20도 이상 굽힘이 발생

되고, 좌우로 비틀림이 발생됨을 볼 수 있어 평

가점수는 자세점수 3점, 보정점수 1점으로 총 4

점이 되었다.

PET 정열작업의 그룹 A 평가결과 Fig. 6과

같이 몸통 4점, 목 3점, 다리 2점이며 A점수표

로 산정한 결과는 7점이다. 그리고 비닐 고정

작업 시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에 따라 추가점수

1점을 합하여 그룹 A점수는 총 8점이 되었다.

Fig. 5. PET Passion work (Trunk Assesment).

Fig. 6. PET Passion work (Group A Assessment).

Fig. 7. PET passion work (Upper arms assessment).

PET 정열작업의 윗팔평가 시 Fig. 7과 같이

작업자의 윗팔이 상부로 45～90도 올라감이 발

생되고, 팔이 몸 중심 안팎으로 움직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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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볼 수 있어 평가점수는 자세점수 3점, 보

정점수 1점으로 총 4점이 되었다.

PET 정열작업의 그룹 B 평가결과 Fig. 8과

같이 윗팔 4점, 아랫팔 1점, 손목 3점이며 B점

수표로 산정한 결과는 5점이다. 그리고 비닐 고

정 및 정열 작업 시 손잡이가 없어 손으로 잡

기가 불편하여 추가점수 2점을 합하여 그룹 B

점수는 총 7점이 되었다.

Fig. 8. PET passion work (Group B assessment).

Fig. 9. PET passion work (Action level).

PET병 정렬작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Fig.

9와 같이 그룹 A 점수 8과 그룹 B 점수 7을

Table 1 의 Score 기준표에 의하여 점수를 산

정한 결과 조치수준 점수가 1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Score A and score B activity point

 Score B

S
c
o
r
e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1 1 2 3 3 4 5 6 7 7 7

2 1 2 2 3 4 4 5 6 6 7 7 8

3 2 3 3 3 4 5 6 7 7 8 8 9

4 3 4 4 4 5 6 7 8 8 9 9 9

5 4 4 4 5 6 7 8 8 9 9 9 9

6 6 6 6 7 8 8 9 9 10 10 10 10

7 7 7 7 8 9 9 9 10 10 11 11 11

8 8 8 8 9 10 10 10 10 10 11 11 11

9 9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2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PET병 정열작업의 평가결과 REBA점수 10

점은 Risk level이 “높음”으로 조치가 곧 필요

하다는 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3.3 PET병 포장 및 검사의 REBA기법 적용

인간공학적 분석 결과

PET병 정렬작업의 REBA기법 분석 절차에

의하여

1) 포장작업 분석한 결과 그룹 A는 몸통 4점,

목 3점, 다리 2점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B는

윗팔 3점, 아래팔 1점, 손 3점으로 나타났다.

그룹 A 점수 8과 그룹 B 점수 7 그리고 행

동점수 1을 Table 1 의 Score 기준표에 의

하여 점수를 산정한 결과 조치수준 점수가

11점으로 나타났다.

REBA점수 11점은 Risk level이 “매우 높

음”으로 조치가 지금 즉시 필요하다는 수준

이다.

2) 내부검사작업 분석결과 그룹 A는 몸통 3점,

목 3점, 다리 2점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B는

윗팔 4점, 아래팔 2점, 손 3점으로 나타났다.

그룹 A 점수 7과 그룹 B 점수 9 그리고 행

동점수 1을 Table 1 의 Score 기준표에 의

하여 점수를 산정한 결과 조치수준 점수가

11점으로 나타났다. REBA점수 11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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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이 Risk level이 “매우 높음”으

로 조치가 지금 즉시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Table 2. REBA action level

Fig. 10. PET Package, examination justice work

(Assessment sheet).

포장작업과 내부검사작업도 REBA 분석기법

으로 평가한 결과 Fig. 10과 같이 Risk level이

“매우 높음”으로 공정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제조공정을 인간공학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담작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Fig. 11과 같은 방법이 있다.

Fig. 11.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ement.

인간공학적 작업환경분석 평가 결과 위험도

가 높은 공정부터 우선적으로 작업환경 및 작

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PET병 제조공정의 정열작업에 대하여 인간

공학적 분석기법인 REBA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Fig. 12와 같이 개선 전 REBA 점수

가 10점으로 조치수준이 위험단계였는데 Fig. 11

Fig. 12. PET Passion work (Improv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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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방법으로 정열작업의 작업환경 및 작

업방법을 개선한 결과 조치수준이 REBA 점수

가 7점으로 감소되어 위험단계가 보통으로 감

소됨을 알게 되었다.

또한 PET병 포장작업과 내부검사작업도 제조

공정을 개선한 결과 REBA 점수가 11점에서 7

점으로 위험단계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단계가

보통으로 감소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ET병 생산 Process중에서 정

렬, 포장, 내부검사작업이 REBA 평가 점수가

10~11점으로 작업자의 Risk level이 “높음 단

계”로서 공정개선이 즉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초기 개선결과 Risk level이 다소 개

선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조공정의 작업자 신체부담과 생산성

과 품질향상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다소 미

흡한 부분이 있어 장기적은 투자와 해결방안으

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출 성형기에서 생산된 PET병을 자동포장

장치를 적용하므로서 정렬작업과 포장작업을

일원화하여 작업부담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2) 수작업에 의한 PET병 내부검사를 하는 부

분을 비젼검사기를 도입, 적용하므로서 작업

자의 신체부담을 해소하고 검사품질을 개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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