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 -

韓國産業應用學會論文集, 제14권, 제1호, 29-36, 2011.02
J.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pplication, Vol.14, No.1, 29-36, Feb, 2011

자주식 동력운반장치를 이용한

농산물 수확·운반작업의 편이성 및 생산성 분석

-경북지역의 과채류 재배농가 조사연구-

Analysis of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of

Harvesting·Transporting Farm Products with Self-propelled Power

Transportation Devices

-Reference on Fruit Vegetable Farms in Gyeongbuk Region-

하유신1, 손철민2, 남상헌2, 김진현3‡

Yu-Shin Ha1, Chul-Min Son2, Sang-Heon Nam2, Jin-Hyun Kim3‡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before and after adopting

self-propelled power transportation devices to the harvest and transportation of fruit

and vegetable products in the Gyeongbuk region, by applying the REBA and RULA

techniques. In the REBA analysis, the work risk was low with 4~6 points before

adoption which became 2～3 points after adoption. As for the RULA analysis, work

loading appeared to have decreased with 6～7 points before adoption which became

3～4 points after adoption. The annual work time reduction was about 48∼179 hours

while labor costs were reduced to 364∼1,345 thousand won annually. This indicated a

labor cost reduction effect of about 10∼15%. Therefore, the adopted self-propelled

power transportation devices appeared to prevent musculo skeletal diseases of the

human body and also improve productivity even after using it for long hours

according to the REBA, RULA measure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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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업은 세계적으로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고

령화, 농업 노동의 주 년화 등에 따라 농작 업

성 질환이나 사고의 심각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농업인구는 2000년에 약 400만 명이었으

나, 2009년에는 약 318만 명으로 약 20% 이상

감소되었다. 연령별 농업인구는 2000년에는 65

세 이상 비중이 24.4%에서 2009년에는 33.3%로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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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Crops

Ages
(years)

Sex
distinction Total

>49 50~59 60< Male Female

Yeongyang
(Shingu) Apple 5 4 17 21 5 26

Yeongyang
(Daecheon)

Red
pepper 2 6 8 16 0 16

Andong
(Taeja) Apple 3 5 15 23 0 23

Chilgok
(Noseok) Melon 3 2 22 13 14 27

Total - 13 17 62 73 19 92

Table 2. Fruit vegetables cultivation farm

household in Kyeongsangbuk-Do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업노동력

의 질적 저하는 농작업성 질환이나 사고를 증

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

이다. 특히, 농작업의 인간공학적 유효요소 개

선을 통하여 고령 및 여성 농업 인력도 안전하

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조

성이 필요하다
2)
.

과채류 재배의 경우 일반 노지 밭농사에 비

해 아직까지 인력에 의존하는 작업이 많은 것

이 현실이다. 수확, 운반, 방제 등의 작업은 대

부분 인력으로 이루어지거나 무동력 수레를 이

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확 및

운반작업의 경우 특정한 신체 부위의 장시간

반복 작업, 불편한 작업자세, 과중한 중량물 취

급 등으로 인해 인간공학적인 농작업 환경 개

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농업인

의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

반작업을 할 수 있는 운반작업차가 많이 보급

되고 있다
3)
. 그러나, 수확 및 운반작업의 경우

지속되는 작업의 양과 형태가 다르고 지역별,

농가별, 성별 등에 따라 동일한 작목이라도 농

작업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 작업개

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작업개선이 필

요한 경북지역의 다양한 과채류 재배농가를 대

상으로 자주식 동력운반장치를 개선, 보급하고

이에 따른 농산물 수확 및 운반작업의 편이성

및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2.1. 농가 실태 조사

농가실태 조사는 경북지역의 과채류 재배농가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농가의 나이 및 성

별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총 조사농가는 92개

소이며, 이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약 67%이며,

여성의 비율도 약 21%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주요 작목은 영양군의 신구리는 사과작목,

대천리는 고추, 안동시 태자리는 사과, 칠곡군

의 노석리는 참외이며, 이들 농가는 수확 및 운

반 작업시에 반복작업, 불편한 자세, 과중한 중

량물 취급 등으로 농작업의 개선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수확 및 운반의 작

업형태 및 작업여건 등을 조사하였다.

2.2. 수확 및 운반작업 형태

수확 및 운반작업의 공정 Process는 다음과 같다.

Regions Model Power
type

Wheel
(ea)

Velocity
(km/h)

Yeongyang
(Shingu) PRT-500 Engine 4 3∼4

Yeongyang
(Daecheon) DW-2001 Electric

motor 4 3∼4

Andong
(Taeja) HC-300C Engine 4 3∼4

Chilgok
(Noseok) DW-2002 Electric

motor 1 3∼4

Table 3. Specifications of self-propelled power

transportation devices

(a) DW-2002 (b) DW-2001

(c) HC-300C (d) PRT-500

Fig. 1. Figures of self-propelled power transportation

devices.

운반장치를 농가에서 작업장으로 이동을 한 후

과채류 수확을 실시한다. 수확된 과채류는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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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BA scoring chart.

스틱 상자에 담아둔 후 운반장치에 적재하고 1

륜의 경우는 2 상자를 적재한 후 농가 또는 개

별 저온저장고로 이동을 한 후 다시 하차를 실

시하는 공정이다. 4륜의 경우는 4∼12 상자를

적재할 수 있다.

관행의 작업은 무동력 1륜 운반장치를 이용

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운반장치의 속도

는 약 2 km/h 로 나타났다. 보급된 자주형 동

력운반장치의 형태와 제원은 Fig. 1과 Table 2

와 같다. 동력의 형태는 엔진형과 전동형으로,

휠의 형태는 1륜과 4륜으로 나누어지며, 속도는

3∼4 km/h 로 나타났다.

2.3. 편이성 및 생산성 평가방법

(1) 작업자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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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농작업 분석

은 작업유형과 신체동작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
5)
와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6)
의 기법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행의 무동력

외륜 운반장치와 자주식 동력운반장치를 이용

하여 과채류의 수확 및 운반작업시 작업자세

분석을 수행하였다.

REBA 분석법은 평가를 위한 작업 자세를 선

택하기 위해 작업자의 작업을 반복 관찰한 후

에 그 작업 중 가장 빈번히 행해지는 자세나

작업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자세를 선택하

여 평가한다. 평가할 때 한 번에 작업자의 오른

쪽이나 왼쪽 중 한쪽만을 평가하고, 다음에 다

른 쪽을 평가한다. 평가는 Fig. 2의 REBA 평가

지를 이용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사항을 기록

하고 점수를 산출하였다. 평가절차는 크게 신체

부위별로 그룹 A와 그룹 B로 나누어지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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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ULA scoring chart.

그룹별로 작업자세, 근육과 힘사용에 대한 평가

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1∼15점 사이의 총

점으로 나타내며, 점수에 따라 5개의 조치단계

(action level)로 분류된다. 그룹 A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몸통, 목, 다리가 있으며 각 부위별

로 해당하는 점수를 택하여 Table A의 점수를

산출하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추가사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다. 그룹 B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는 상완, 전완, 손목이 있으며 각 부위별로 해

당하는 점수를 택하여 산출하고 추가사항에 대

한 점수를 합산한다. Table A와 하중점수를 합

산한 결과와 Table B와 손잡이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점수 A와 점수 B로 하여 Table C

점수표에 해당하는 점수와 행동점수를 합산하

여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RULA 분석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근골

격계질환 위험인자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권

고하고 있는 분석법으로 어깨, 팔목, 손목, 목

등 상지(upper limb)에 초점을 맞춰 작업자세로

인한 작업부하를 쉽고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법으로 작업 자세부하를 좀 더 정

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7).

RULA 분석법은 Fig. 3과 같이 크게 각 신체

부위별 작업자세를 나타내는 그림과 3개의 점

수표로 구성되며, 평가되는 주요요소는 반복수,

정적작업, 힘, 작업자세, 연속작업시간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신체부위를 크게 상완과 하완,

손목부분인 A그룹과 목, 허리와 다리부분인 B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작업자세, 근육과

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는 1∼7

점 사이의 총점으로 표현한다.

작업자세는 위험요인 가장 적고 안전한 운동

범위인 작업자세라면 1점을 부여하고 자세가

부적합하거나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일수록

점수가 가산된다. 근육사용에 대한 평가는 정적

인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거나 1분에 4회 이

상 반복작업을 할 경우 1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힘에 대한 평가는 무게에 따라 0점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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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주어진다. 각 범주별로 평가한 점수는

점수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총 위험도를 얻으

며 각 점수에 알맞은 사후관리 지침을 얻을 수

있다.

(2) 작업시간 및 경제성 분석

작업시간 분석을 위하여 장비 도입 전후의

시간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작업준비 및 정리시

간을 제외한 운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

나는 시간에 대하여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수

확 및 운반작업의 작업시간분석은 크게 작업장

으로 이동과정, 수확과정, 적재장소로 이동과정,

박스 하차과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평균 작업일수는 약 100일을 적용하였으며,

작업장의 이동거리는 40∼50 m이며, 1일 수확

량은 참외는 1,000 kg, 사과는 600 kg, 고추는

200 kg을 적용하였다. 작업면적은 4,000∼10,000

㎡를 적용하였고, 인건비는 시간당 7,500원을

적용하였다
8)
.

3. 결과 및 고찰

3.1. 농작업 실태 분석

칠곡군 노석리 참외 작목반의 경우, 비닐하우

스의 길이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차이가 났

으나, 단면의 경우는 몇몇 소형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Fig. 4(a)와 같은 모습으로서 하부

폭이 470 cm, 높이 200 cm이며, 출입구의 경우

폭 110 cm×높이 160 cm로 규격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내부 모습은 폭 40 cm×높이 15 cm

의 가운데 고랑을 가지고 양쪽으로 비닐하우스

좌우측까지 연장되어 있는 모습이다. 좁은 비닐

하우스 내부 및 출입구 여건 상 하우스 내부로

농작업기의 출입이 어려워 작업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수작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농작업기의 선정에 있어, 좁은 비닐하

우스 내부 및 출입구를 고려한 선정이 필요하

다고 여겨진다. 수확 선별 시에 가장 애로 사항

이 있었으며, 기존의 경우 Fig. 4의 (a)와 같이

외륜형 수레를 이용하여 하우스 내부에서 운반

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 경우, 참외 1봉지 당

7∼8kg 정도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봉지 7∼8

봉지(약 50∼65kg) 정도를 수레에 싣고 비닐하

우스 내부를 왕복하였다.

영양군 신구리 사과 작목반의 경우 평균

13,200 ㎡의 면적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저

온창고는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으

며 대부분 개인이 해당 과원과 근거리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과 수확 후 운반작업에 가

장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행 작

업의 경우 무동력 1륜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수

확현장에서부터 상차 장소까지 운반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운반작업은 사과 2 box(약 40 kg)

정도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다.

(a) Melon

(b) Apple and red pepper

Fig. 4. Working view of agricultural products harvest

and conveyance.

영양군 대천리 고추작목반의 경우는 고추 수

확 시에 많은 노동 투입 시간 및 높은 노동 강

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행의 경우 Fig. 4의

(b)와 같이 알루미늄 재질의 무동력 1륜 운반장

치를 이용하여 노지 및 과수원에서 20 kg 박스

를 2개를 싣고 운반하였다. 그리고 재배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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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Posture
Scores by steps Final

score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Yeongyang
(Shingu)

Before 1 2 1 2 2 4 1 2 2 2 1 3 2 6

After 1 2 1 2 1 3 1 2 1 1 0 1 1 3

Yeongyang
(Daecheon)

Before 1 1 1 1 2 3 1 2 2 1 1 3 2 5

After 1 1 1 1 1 2 1 2 1 1 0 1 1 2

Andong
(Taeja)

Before 1 1 1 1 2 3 1 2 1 1 1 2 1 4

After 1 1 1 1 1 2 1 2 1 1 0 1 1 2

Chilgok
(Noseok)

Before 1 1 1 1 2 3 1 2 1 1 1 2 1 4

After 1 1 1 1 1 2 1 2 1 1 1 2 1 3

Table 3. REBA scores by steps

Region Posture
Scores by steps Final

score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Yeongyang
(Shingu)

Before 1 3 3 1 3 0 3 6 2 3 2 5 0 3 8 7

After 1 2 2 1 2 0 1 3 2 3 1 4 0 1 5 4

Yeongyang
(Daecheon)

Before 1 3 3 1 3 0 3 6 2 2 1 2 0 3 5 6

After 1 2 2 1 2 0 1 3 2 2 1 2 0 1 3 3

Andong
(Taeja)

Before 1 2 2 1 2 0 3 5 2 2 1 2 0 3 5 6

After 1 2 2 1 2 0 1 3 2 2 1 2 0 1 3 3

Chilgok
(Noseok)

Before 1 2 2 1 2 0 3 5 2 2 1 2 0 3 5 6

After 1 2 2 1 2 0 1 3 2 2 1 2 0 1 3 3

Table 4. RULA scores by steps

대부분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고 경사져 있으며,

과수의 경우 공동 저온저장창고 또는 농가의

마당에 위치한 개별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 산

등성이에서 창고까지는 경운기 또는 트럭을 이

용하여 운송하며, 작업현장에서 트럭 적재 위치

까지는 평균 50m 정도로 파악되었다.

경북 안동시 태자리 사과 작목반은 대부분의

농가가 사과 작목을 하고 있으며, 작목반 회원

들의 경우 평균 16,500㎡ 규모의 과수 재배를

하고 있으며, 작목반 단위의 대규모 저온냉동창

고를 사용하고 않고 회원 개개인이 소규모의

저온냉동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가 마당 또

는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작업 현장의 경우, 경사진 산의 비탈면을 타

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임의의 형태로서, 소

형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과수 사이를 오가며

수확 후, 농로 사이에 정차한 트럭 또는 SS기

에 적재함을 부착한 작업기를 이용하여 개별

창고로 이동하고 있었다.

3.2. 편이성 분석

작업자세 분석은 도입 전의 관행 무동력 1륜

운반장치를 이용한 작업과 도입 후의 자주식

동력운반장치를 이용한 작업의 2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REBA 분석은 Fig. 2를 이용하였으며, Table

3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룹 A의 경우 목

의 굽힘정도는 0∼20°이므로 1점, 몸통은 전방

20°이상 굽힘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1∼2점, 다

리는 1점이며, A 점수표는 1∼2점으로 나타났

으며 도입 전·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힘

의 사용에서는 동력운반장치의 경우 5 kg 이하

로 줄어들어, 도입 전과 후에 2점에서 1점으로

감소하였다.

그룹 B의 경우 윗팔은 1점, 아래팔은 2점이

며, 손목의 경우 도입 전에는 운전시에 손잡이

가 불편하였지만 도입 후에는 편리하게 개선되

어 2점에서 1점으로 감소하였다. B 점수표는 1

∼2점으로 나타났으며, 손잡이의 경우 도입 전

에는 보통으로 1점, 도입 후에는 좋음으로 0점

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행동점수를 더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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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Posture Average
time(sec)

Rating
(%)

Normal
time(sec)

Allowance
(sec)

Standard
time(sec)

Working hours

(times) (h/year)

Yeongyang
(Shingu)

Before 1310 110 1441 80 1521 15 633.8

After 3465 110 3812 80 3892 5 540.5

Yeongyang
(Daecheon)

Before 1110 110 1221 80 1301 28 1011.9

After 2445 110 2690 80 2770 11 846.2

Andong
(Taeja)

Before 1338 110 1472 80 1552 50 2155.3

After 2514 110 2765 80 2845 25 1976.0

Chilgok
(Noseok)

Before 1174 110 1291 80 1371 20 761.9

After 1723 110 1895 80 1975 13 713.3

Table 6. The Working hours of conventional carriage and power transportation devices

다. 도입 전에는 4∼6점으로 나타났고, 도입 후

에는 2∼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단계가 도

입 전에는 보통에서 도입 후에는 낮음으로 조치

결과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RULA 분석은 Fig. 3을 이용하였으며, Table

4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룹 A의 경우 윗

팔의 각도는 -20∼20°이므로 1점, 아래팔은 도

입 전에는 몸통에서 벗어나 작업을 하므로 3점

이고 도입 후는 2점으로 나타났으며, 손목은 도

입 전에 중앙 기준으로 좌우로 구부러짐으로 3

점에서 도입 후에는 2점으로 나타났다. 손목비

틀기는 작업 중 최대치 절반 이내로 1점, A 점

수표는 도입 전에 3점에서 도입 후에 2점으로

감소하였다. 힘의 사용에서는 도입 전에는 정

적, 반복적으로 10 kg 이상 드는 작업으로 3점

에서 도입 후에 간헐적으로 2∼10 kg을 드는

작업으로 1점으로 감소하였다. 그룹 B의 경우

목은 2점, 몸통은 2∼3점, 다리는 1점이며, B 점

수표는 2∼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힘의 사용에서는 앞서와 같이 도입 전

에는 정적, 반복적으로 10 kg 이상 드는 작업으

로 3점에서 도입 후에 간헐적으로 2∼10 kg을

드는 작업으로 1점으로 감소하였다. C 점수표를

이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 결과, 도입 전에

는 6∼7점으로 나타났고, 도입 후에는 3∼4점으

로 나타났다. 이는 운반작업시에 팔 및 손목에

걸리는 작업부하가 작아졌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경북지역의 과채류 재배농가에 도입

된 자주형 동력운반장치는 REBA, RULA 조치

수준에 의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인체의 근골

격계질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3. 생산성 분석

관행방법인 무동력 1륜 운반장치와 도입 후

의 자주식 동력운반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동작별 작업시간은 Table 5와 같다.

수확 및 운반작업은 크게 작업장 이동과정, 수

확과정, 적재장소 이동과정, 박스 하차과정의 4

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평균작업시간과

지체비율, 여유시간를 고려한 표준작업시간은

도입 전에 약 1300∼1550 sec가 소요되었으나,

도입 후에는 약 1970∼3890 sec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자주식 동력운반장치의 적재공간이 넓

어서 수확된 과채류를 많이 적재할 수 있기 때

문에 수확과정의 작업시간이 많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전체 작업횟수는 2∼3배 이상 줄어들

기 때문에 연간 작업시간은 도입 전에 약 630

∼2150 h가 소요되었으나, 도입 후에는 540∼

1970 h로 감소하였다.

Table 6은 도입 전후의 경제성을 산출한 것

으로서, 작업 절감시간은 약 48∼179 h으로 나

타났으며, 인건비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64∼1,345 천원으로, 이는 약 10∼15%의 인건

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gions Time
(h/year)

Cost
(1,000won/year)

Yeongyang
(Shingu) 93.3 699

Yeongyang
(Daecheon) 165.7 1,242

Andong
(Taeja) 179.3 1,345

Chilgok
(Noseok) 48.6 364

Table 7. Comparison of economic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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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과채류 재배농가의

수확 및 운반 작업을 대상으로 자주식 동력운

반장치를 도입하였을 때, 도입 전·후의 편이성

과 생산성을 REBA와 RULA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REBA 분석법에서는 도입 전 4∼6점에서 도

입 후에는 2∼3점으로 작업의 위험도가 낮아졌

으며, RULA 분석법에서는 도입 전 6∼7점에서

도입 후에는 3∼4점으로 작업의 부하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후에 연간 작업 절감시간은 약 48∼179

h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절감액은 연간 364∼

1,345 천원으로서 약 10∼15%의 인건비 절감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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