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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업장의 업종 변화 

또는 작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으로 운영되던 

작업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수송

용 기계․기구 제조업 등의 조립 업종 등은 아직도 인

력에 의존하고 있는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조립 작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작업을 위해 특정 신체 부위만을 사용하

여 단순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신

체적 부하를 초래하여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을 유발

한다2). 근골격계질환은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반

복적인 작업,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의 환경적인 요인

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부적

절한 자세는 많은 연구들에서 근골격계질환 발병의 주

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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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stures that were frequently conducted in manufacturing industry. To find grip strength and muscle 
activities of each posture,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MVC) and ElectroMyoGraphy (EMG) were measu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st appropriate posture could be suggested and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prevent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Most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have been occurred in the fields of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was 
reported that the rat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of upper extremity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body parts. Accordingly, there were many 
studies about discomfort and grip strength of upper extremity. However, these studies dealt with single selection of wrist, elbow and 
shoulder. So, it was insufficient for comprehensive studies about upper extremity. And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posture, the 
physiological changes being generated by the combination of wrist, elbow and shoulder postures should be observed and analyzed.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irty university students who had no records of MSDs involved were recruited. Independent variables were postures 
of wrist(pronation, neutral, supination), postures of elbow(flexion 45°, 90°) and postures of shoulder(flexion 0°, 90°). And dependent 
variables were MVC values and EMG values. Jamar dynamometer and TeleMyo 2400T G2 was used to measure MVC and EMG. MVC and 
EMG for 12 postures were measured for three second and for three times. Experiment was performed randomly. A 10 minutes rest period 
was provided after each t. To measure muscle load, the EMG signals of eight muscles (Biceps, Medial triceps, Lateral triceps, 
Brachioradialis, Extensor carpi ulnaris, Extens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ulnaris and Flexor carpi radialis) were evaluated. MVC values 
and EMG values were analyzed using Minitab ver. 14. The results showed that MVC value was the highest at shoulder 0°, elbow 45° and 
wrist supination. In case of wrist postures, MVC of supination is the highest. In case of elbow and shoulder postures, MVC of flexion 45° 
and 0° was the highes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interaction between wrist and elbow posture under shoulder flexion and between 
shoulder and wrist under elbow flexion 45°. In case of the angle of shoulder 0°, elbow 45° and wrist supination, the EMG values of four 
muscles(Medial Triceps, Extensor carpi ulnaris, Extens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ulnaris) were the highest. Based on this study, it is 
worth to note that the combination postures of upper extremity have a large impact on the MVC and EMG. The optimal condition upper 
extremity was shoulder flexion 0°, elbow flexion 45° and wrist supination for preventing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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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2000년에 1,009명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

였으며 2007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이후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감소추이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세한 증가추이를 보이며 2013년도의 근

골격계질환자 수는 5,446명이다. 또한 2013년의 업무상 

질환자 수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자 수의 비율은 71.4%

로 근골격계질환자 수가 업무상 질환자 수의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근골격계질환

자수를 업종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제조업에서 46.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내 세부업종에 

대하여 근골격계질환자 수를 비교한 결과 수송용 기

계․기구 제조업에서 32%로 가장 많은 근골격계질환

자가 발생하였다4).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근

골격계질환 발병 부위별로 살펴보면 어깨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팔꿈치 27.4%, 손목 13.5% 등으로 나타

났다. 어깨, 팔꿈치, 손목 등 상지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51.5%를 차지하였다1).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

업 내 공정별 근골격계 부담 작업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 344건 중 조립부에서 253건

으로 74%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엔진부

(10%), 페인트부(5%) 순으로 나타났다5). 또한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에서는 어깨, 팔꿈치, 손목 등 상지

를 이용한 자세가 빈번하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동진 외 4인은 어깨와 팔꿈치의 조합자세 및 외부부

하가 지각불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6), J. 

A. Balogun 외 2인의 연구에서 팔꿈치의 근육이 수축

보다 이완 했을 경우 악력이 크게 나타났다7). E. A. 

Kuzala 외 1인은 팔꿈치 굴곡 0°, 45°, 90°, 135°에 따른 

악력을 연구하였으며8), L. G. Richards 외 2인은 외전, 

중립, 내전에 따른 악력을 연구하였다9).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는 어깨, 팔꿈치, 손목의 단

일 부위에 대한 연구였다. 조립작업을 진행 할 때 상지

의 모든 부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지의 종합적인 연

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각 관절의 조합에 따른 자

세를 취할 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지 자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중 조립부, 

엔진부, 프레스 부 등 근골격계질환 부담이 많은 주요 

공정에서 빈번하게 취하는 자세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자세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근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대발휘근력(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MVC)을 

측정하였다. 또한 각 자세에서 힘을 줄 경우 어떠한 근

육이 가장 많이 동원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전도

(Electromyography, EMG)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상

지 작업 시 최적의 자세를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상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피실험자 선정

피실험자들의 개인적인 신체적 특성이나 컨디션 등

의 차이에 의한 실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과거 

많은 인간공학 관련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의 수를 최소 

30명으로 결정하여 실험을 하였다10,1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과거 상지에 근골격계질환의 병력이 없는 건강

한 남자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실험자 모두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으며,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의 연령, 신장, 체중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Mean SD

Age(yrs) 25.7 ± 2.5

Height(cm) 173.9 ± 3.5

Weight(kg) 69.72 ± 4.8

2.2 실험장비

최대발휘악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Jamar Dynamometer

를 사용하였고,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Noraxon사의 

TeleMyo 2400T G2를 사용하였다.

2.3 실험변수

2.3.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어깨, 팔꿈치, 손목 각도이다. 

각 부위별 측정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깨는 굴

곡 0°, 60°, 90°, 120°, 팔꿈치는 굴곡 0°, 45°, 90°, 135°, 

손목은 굴곡, 신전, 척골 편향, 요골 편향, 외전, 내전이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4개 회사에서 프레스, 엔진, 생산, 조립, 도장 등 주요 

Table 2.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Level

Shoulder Flexion 0°, 90° 

Elbow Flexion 45°, 90°

Wrist Neutral, Pronation 45°, Supinat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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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현장 동영상을 분석하여 작업 시 가장 빈번하

게 취하는 상지의 자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Table 2

와 같다.

2.3.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최대발휘근력과 근전도의 값으로 설정

하였다. 하지만 최대발휘근력과 근전도 분석의 한계점

은 실험참여자, 측정 날짜, 인접한 다른 근육의 간섭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피

실험자간 비교를 위해 최대발휘근력 값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12가지 작업 자세에 따른 최대발휘근력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으며, 근전도 값은 다음의 식 (2)

와 같이 최대 근수축 상태의 근전도 신호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max


(1)

  : 변수 에서 최대발휘근력의 표준화 값

  : 변수 에서의 최대발휘근력 값

max  : 최대발휘근력의 최대값

 max


(2)

  : 변수 에서 근전도의 표준화 값

  : 변수 에서의 근전도 값

max  : 최대 근수축 상태의 근전도 값

  : 휴식 상태의 근전도 값

2.4 실험절차

실험에 앞서 피실험자에게 실험의 목적, 실험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다음 어깨, 팔꿈치, 

손목의 각도에 따른 12가지 작업 자세에 대한 시범을 

보였고, 적응 기간을 주어 피실험자가 실험장비와 실

험조건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실험장비와 실험조건

에 익숙해 진 후, 전극을 부착하였다. 전극부착위치는 

Fig. 1과 같이 과거 상지의 근육에 대한 근전도 측정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근육들 중에서 

예비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두근(Biceps), 삼두근 내측두(Triceps brachii, medial 

head), 삼두근 외측두(Ticeps brachii, lateral head), 상완 

요골근(Brachioradialis), 척추 수근 신근(Extensor carpi 

ulnaris), 단요측 수근 신근(Extensor carpi radialis), 요골

측 수근 굴근(Flexor carpi radialis), 척골측 수근 굴근

(Flexor carpi ulnaris)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2).

Biceps Triceps brachii, medial head

Triceps brachii, lateral head Brachioradialis

Extensor carpi ulnaris Extens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ulnaris

Fig. 1. Target muscle.

장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에이징 시간을 30분으로 설

정하였다. 이 후 8가지 근육에 대하여 최대 근 수축 상

태의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최대 근 수축 상태의 근전

도는 표준화하기 위해서 각 근육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근력을 측정하였다. 이 때 각 근육별로 3초씩 3회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근전도 측정 사이에 10분간의 휴

식시간을 주어 근육의 누적피로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Biceps Brachioralialis Flex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ulnaris

Triceps brachii Extensor carpi ulnaris 
Extensor carpi radialis

Fig. 2. MVC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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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순서는 누적효과를 없애기 위해 무작위로 실시하

였으며, 최대 근수축 상태의 근전도 값은 측정시간 3초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근전도 값 전․후 0.15초씩 총 0.3

초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ig. 2는 최대 근수축 

상태의 근전도 측정 자세이다12). 

최대 근수축 상태의 근전도 값을 측정한 후 12가지 

자세에 대한 최대발휘근력과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최

대발휘근력과 근전도 측정시간은 각 자세별로 3초로 

설정을 하였다. 측정시간 3초 중 처음 1초는 서서히 힘

을 주는 구간, 중간 1초는 최대로 힘을 주는 구간, 마

지막 1초는 서서히 힘을 빼는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자세별 근전도 값은 최대로 힘을 주고 있는 중간 1

초의 구간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근전도 값 전․후 기

준으로 전후 0.15초씩 총 0.3초에 대한 평균값으로 분

석하였다. 측정은 총 3회 측정하였으며, 실험순서는 무

작위로 실시하였다. 각 실험간 10분의 휴식시간을 두

어 근육피로에 의한 영향을 배재하여 실험의 재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5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의 피실험자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으며, Anderson-Darling 검정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 자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대발휘근력 값과 근전

도 값을 t 검정(paired t-test)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MINITAB ver.14를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

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p-value)은 0.05로 설

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최대발휘근력

Table 3은 피실험자 30명의 12가지 작업 자세에 대

한 최대발휘근력의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12가지 작

업 자세 중 가장 높은 최대발휘근력을 보인 자세는 어

깨 0°, 팔꿈치 45°, 손목 외전 45°, 가장 낮은 최대발휘

S 0° S 90°

E 45° E 90° E 90° E 90°

W N W P W S W N W P W S W N W P W S W N W P W S

Sub.1 0.94 0.90 1 0.91 0.89 0.93 0.92 0.90 0.97 0.86 0.86 0.87

Sub.2 1 0.83 1 0.85 0.79 0.85 0.91 0.79 0.96 0.75 0.72 0.83

Sub.3 1 0.88 1 0.94 0.84 0.94 0.94 0.90 1 0.88 0.78 0.84

Sub.4 0.92 0.82 1 0.84 0.84 0.87 0.87 0.82 0.90 0.79 0.74 0.76

Sub.5 0.98 0.90 1 0.90 0.90 0.93 0.90 0.90 0.95 0.88 0.76 0.86

Sub.6 0.93 0.88 0.95 0.90 0.76 0.90 0.93 0.86 1 0.76 0.71 0.86

Sub.7 0.95 0.80 1 0.93 0.78 0.90 0.83 0.80 0.9 0.78 0.75 0.80

Sub.8 0.90 0.83 1 0.79 0.76 0.93 0.81 0.79 0.83 0.79 0.74 0.76

Sub.9 0.89 0.87 1 0.84 0.82 0.93 0.84 0.80 0.93 0.78 0.73 0.76

Sub.10 0.89 0.79 1 0.88 0.75 0.79 0.84 0.77 0.86 0.75 0.74 0.75

Sub.11 0.86 0.84 1 0.84 0.82 0.92 0.88 0.90 0.9 0.84 0.8 0.82

Sub.11 0.97 0.87 1 0.92 0.87 0.92 0.92 0.90 0.95 0.82 0.79 0.79

Sub.13 0.89 0.87 1 0.87 0.84 0.89 0.84 0.82 0.87 0.82 0.79 0.84

Sub.14 0.93 0.89 1 0.89 0.86 0.98 0.89 0.86 0.98 0.86 0.73 0.81

Sub.15 0.82 0.76 1 0.79 0.68 0.79 0.76 0.76 0.82 0.71 0.66 0.71

Sub.16 0.88 0.79 1 0.79 0.73 0.88 0.79 0.77 0.83 0.75 0.69 0.75

Sub.17 0.86 0.81 1 0.84 0.80 0.84 0.81 0.82 0.91 0.82 0.75 0.80

Sub.18 0.95 0.90 1 0.88 0.83 0.95 0.86 0.88 0.90 0.81 0.74 0.86

Sub.19 0.94 0.89 1 0.91 0.86 0.97 0.80 0.89 0.89 0.71 0.69 0.83

Sub.20 0.94 0.92 1 0.89 0.89 0.97 0.83 0.75 0.89 0.89 0.83 0.83

Sub.21 0.97 0.95 1 0.92 0.92 0.97 0.95 0.92 0.97 0.87 0.85 0.87

Sub.22 0.95 0.92 1 0.86 0.84 0.97 0.81 0.81 0.81 0.81 0.76 0.76

Sub.23 0.90 0.86 1 0.81 0.77 0.84 0.77 0.75 0.81 0.68 0.61 0.68

Sub.24 0.98 0.83 1 0.90 0.80 0.90 0.80 0.88 0.95 0.85 0.80 0.80

Sub.25 0.92 0.88 1 0.90 0.77 0.77 0.80 0.77 0.82 0.77 0.75 0.86

Sub.26 0.97 0.90 1 0.90 0.91 0.97 0.85 0.82 0.88 0.79 0.79 0.85

Sub.27 0.92 0.89 1 0.86 0.81 0.86 0.89 0.83 1 0.81 0.78 0.83

Sub.28 0.88 0.74 1 0.82 0.70 0.79 0.81 0.75 0.81 0.68 0.67 0.74

Sub.29 0.97 0.92 1 0.92 0.92 0.95 0.95 0.92 0.95 0.92 0.90 0.90

Sub.30 0.97 0.92 1 0.92 0.89 0.97 0.95 0.92 0.95 0.89 0.89 0.89

Mean 0.93 0.86 0.99 0.87 0.82 0.90 0.86 0.84 0.91 0.80 0.76 0.81

SD 0.04 0.05 0.01 0.04 0.06 0.06 0.06 0.06 0.06 0.06 0.07 0.05

Table 3. Result of ANOVA of wrist postures for each posture (S:Shoulder, E:Elbow, W:Wrist, N:Neutral, P:Pronation, S:Sup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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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을 보인 자세는 어깨 90°, 팔꿈치 90°, 손목 내전 

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자세 간에 9.8 kgf의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 손목 최대발휘근력 분석

전체 최대발휘근력 값을 손목 자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외전 45°의 최대발휘근력 값이 

가장 높았으며, 중립, 내전 45°의 경우 약 0.4%, 4.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을 위해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은 <0.001로 손목 자세에 따

른 최대발휘근력은 외전 45°, 중립, 내전 45° 순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손목의 자세 중 외전이 가장 힘을 발휘하

기 좋은 자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나타난 

이유는 악력은 생체역학적으로 굴곡건의 작용의 결과

이며13) 외전 시 상완과 전완의 굴골 및 신전이 가장 많

이 동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어깨, 팔꿈치의 수준을 조합한 4가지 자세에 

대하여 손목 자세별 최대발휘근력 값을 분석한 결과는 

Fig. 3. NMVC values of wrist postures.

Table 4. Result of ANOVA of wrist postures for each posture 
(S:Shoulder, E:Elbow, N:Neutral, P:Pronation, S:Supination)

Variable Wrist posture MVC value f-value p-value

S 0°, E 45°

N 0.93

81.97 < 0.001P 0.86

S 0.99

S 0°, E 90°

N 0.87

15.32 < 0.001P 0.82

S 0.90

S 90°, E 45°

N 0.86

11.91 < 0.001P 0.84

S 0.91

S 90°, E 90°

N 0.80

6.18 0.003P 0.76

S 0.81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4가지 자세 모두에서 외전 

45°가 가장 높았으며, 중립, 내전 45°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자세 

모두에서 손목 자세에 따른 최대발휘근력은 외전 45°, 

중립, 내전 45°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깨와 팔

꿈치의 전완근이 상완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된다.

3.1.2 팔꿈치 최대발휘근력 분석

전체 최대발휘근력 값을 팔꿈치 자세에 대하여 최대

발휘근력 값을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팔꿈치 굴

곡 45°가 굴곡 90°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약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을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은 <0.001로 팔꿈치 자세에 따른 

최대발휘근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팔꿈치 관절을 통과하는 유일한 

굴근인 천지굴근(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14)에 의

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근육의 길이에 따라 발휘하는 

근력이 변화하게 된다. 즉, 작업 자세의 변화에 의한 

근육의 길이 변화는 발휘근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나타는 것이 근육의 length-tension 

relationship이다15). 팔꿈치의 굴곡 각도가 커질수록 근

육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는데6), 팔꿈치의 굴곡 각도가 

커질수록 천지굴근의 길이가 짧아져 발휘근력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어깨, 손목의 수준을 조합한 6가지 자세에 

대하여 팔꿈치 골곡 각도 자세별 최대발휘근력 값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6가지 자세 모두에서 

팔꿈치 굴곡 45°가 골곡 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가지 자세 모두에서 팔꿈

치 자세에 따른 최대발휘근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어깨 각도와 손

목의 자세에 상관없이 팔꿈치 굴곡 각도가 증가함에 

Fig. 4. NMVC values of elbow po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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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ANOVA of elbow postures for each posture 
(S:Shoulder, W:Wrist, N:Neutral, P:Pronation, S:Supination)

Variable Elbow posture MVC value t-value p-value

S 0°, W N
45° 0.93

2.77 0.008
90° 0.87

S 0°, W P
45° 0.86

4.76 < 0.001
90° 0.82

S 0°, W S
45° 0.99

8.29 < 0.001
90° 0.90

S 90°, W N
45° 0.86

4.66 < 0.001
90° 0.80

S 90°, W S
45° 0.84

3.53 0.001
90° 0.76

S 90°, W P
45° 0.91

6.32 < 0.001
90° 0.81

따라 근육 길이는 줄어들고 그에 따라 근육의 발휘 정

도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3.1.3 어깨 최대발휘근력 분석

전체 최대발휘근력 값을 어깨 자세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어깨 굴곡 0°가 굴곡 90°

보다 높았으며,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계분석을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은 <0.001

로 0.05를 기준으로 어깨 자세에 따른 최대발휘근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앞쪽 어깨세모근(anterior 

deltoid)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피로도가 높으며16), 어깨 

각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편도가 크기 때문이다17).

따라서 팔꿈치, 손목의 수준을 조합한 6가지 자세에 

대하여 어깨 골곡 각도 자세별 최대발휘근력 값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6가지 자세 모두에서 어

깨 굴곡 0°가 굴곡 90°보다 최대발휘근력 값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6가지 자세 중 팔꿈치 45°, 손목 외전 45°

Fig. 5. NMVC values of shoulder postures.

Table 6. Result of ANOVA of shoulder postures for each posture 
(E:Elbow, W:Wrist, N:Neutral, P:Pronation, S:Supination)

Variable Shoulder posture MVC value t-value p-value

E 45°, W N
0° 0.93

2.18 0.033
90° 0.86

E 45°, W P
0° 0.86

5.38 < 0.001
90° 0.84

E 45°, W S
0° 0.99

8.06 < 0.001
90° 0.91

E 90°, W N
0° 0.87

3.74 < 0.001
90° 0.80

E 90°, W S
0° 0.82

5.09 < 0.001
90° 0.76

E 90°, W P
0° 0.90

6.10 < 0.001
90° 0.81

에서 어깨 굴곡 0°와 굴곡 90°의 최대발휘근력 값이 가

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가

지 자세 모두에서 어깨 자세에 따른 최대발휘근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깨 자세에 대한 차이는 팔꿈치 자세와 손목 자세에 

상관없이 어깨의 굴곡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로도가 

커지고, 자세의 불편도가 증가함에 따른 차이인 것으

로 사료된다.

3.1.4 교호작용 분석

어깨 자세, 팔꿈치 자세와 손목 자세 간에 교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팔꿈치와 손목 자세 간에 

교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어깨 굴곡 0°에서 서로 교호작용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깨 굴곡 90°에서 팔꿈

치 자세와 손목 자세간의 교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

Table 7. Result of ANOVA for interaction

Variables f-value p-value

Shoulder 0°

Wrist posture 70.53 < 0.001

Elbow posture 74.59 < 0.001

Interaction 4.67 0.011

Shoulder 90°

Wrist posture 16.13 < 0.001

Elbow posture 69.70 < 0.001

Interaction 1.72 0.182

Elbow 45°

Wrist posture 63.43 < 0.001

Shoulder posture 74.47 < 0.001

Interaction 5.72 0.004

Elbow 90°

Wrist posture 19.94 < 0.001

Shoulder posture 72.52 < 0.001

Interaction 0.9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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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어깨와 손목 자세 간에 교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팔꿈치 굴곡 45°에서 교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팔꿈치 굴곡 90°에서 어깨 자세와 팔꿈치 자세간

의 교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근전도

피실험자 30명에 대한 12가지 작업 자세별 Biceps, 

Medial Triceps, Lateral Triceps, Brachioradialis, Extensor 

carpi ulnaris, Extens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ulnaris의 근전도 측정결과의 평균값은 

Table 8과 같다. Biceps의 경우 근전도의 최대값은 어깨 

90°, 팔꿈치 45°, 손목 중립에서 나타났다. 12가지 작업 

자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at. Triceps의 

경우에는 어깨 90°, 팔꿈치 45°, 손목 내전에서 최대값

이 나타났으며, Med. Triceps의 경우에는 어깨 0°. 팔꿈

치 45°, 손목 외전 45°에서 나타났다. Brachioradiaris의 

경우에는 어깨 90°, 팔꿈치 90°, 손목 외전 45°에서 나타

났으며, Extensor carpi ulnaris와 Extensor carpi radialis의 

경우에는 어깨 0°, 팔꿈치 45°, 손목 외전 45°에서 나타

났다. Flexor carpi radialis의 경우에는 어깨 0°, 팔꿈치 

90° 손목 외전 45°에서, Flexor carpi ulnaris의 경우에는 

어깨°, 팔꿈치 45°, 손목 외전 45°에서 나타났다.

3.2.1 Biceps 근전도 분석

Biceps에 대한 피실험자의 전체 근전도 데이터를 손

목, 팔꿈치, 어깨 자세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손목에 대한 분석 결과 외전 45°의 근전도 

값이 가장 크고, 중립, 내전 45°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팔꿈치의 경우 굴곡 45°가 굴곡 90°보

Fig. 5. Biceps EMG values of each posture.

Table 9. Result of ANONA for EMG of each posture(Biceps)

Variable f-value (t-value) p-value

Wrist postures 7.11 0.001

Elbow postures (2.94) 0.004

Shoulder postures (1.45) 0.148

다 근전도 값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깨의 경우 굴

곡 90°가 굴곡 0°보다 근전도 값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통계분석 결과 손목 자세의 경우 외전, 중립, 내전

에 대하여, 팔꿈치 자세의 경우 굴곡 45°와 굴곡 90°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어깨 자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Biceps의 경우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에 사용되는 근육12)이므로 팔꿈치의 자세에 영향

을 받았으며, 외전에도 개입17)을 하기 때문에 손목의 

자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Extensor carpi ulnaris 근전도 분석

Extensor carpi ulnaris에 대한 피실험자의 전체 근전도 

데이터를 손목, 팔꿈치, 어깨 자세별로 분석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손목 자세의 경우 외전 시 근전도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립, 내전 순으로 감소

Biceps Lat. Triceps Med. Triceps Brachioradiaris Extensor
carpi ulnaris

Extens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ulnaris

S 0° E 45°, W N 0.25 0.34 0.29 0.40 0.51 0.35 0.43 0.56

S 0° E 45°, W P 0.23 0.36 0.27 0.37 0.50 0.30 0.38 0.54

S 0° E 45°, W S 0.31 0.33 0.31 0.39 0.59 0.41 0.43 0.58

S 0° E 90°, W N 0.23 0.31 0.31 0.42 0.50 0.39 0.50 0.46

S 0° E 90°, W P 0.17 0.34 0.27 0.40 0.47 0.38 0.47 0.52

S 0° E 90°, W S 0.26 0.30 0.27 0.40 0.55 0.41 0.52 0.50

S 90°, E 45°, W N 0.35 0.38 0.31 0.37 0.53 0.37 0.45 0.51

S 90°, E 45°, W P 0.23 0.41 0.27 0.36 0.50 0.34 0.45 0.49

S 90°, E 45°, W S 0.36 0.38 0.30 0.39 0.56 0.37 0.48 0.54

S 90°, E 90°, W N 0.24 0.35 0.26 0.42 0.52 0.35 0.45 0.52

S 90°, E 90°, W P 0.19 0.37 0.25 0.39 0.48 0.32 0.41 0.53

S 90°, E 90°, W S 0.27 0.32 0.28 0.44 0.53 0.40 0.45 0.48

p - value 0.004 0.976 0.743 0.951 0.719 0.304 0.608 0.793

Table 8. Result of ANOVA of wrist postures for each posture (S:Shoulder, E:Elbow, W:Wrist, N:Neutral, P:Pronation, S:Sup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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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tensor carpi ulnaris EMG values of each posture.

Table 10. Result of ANONA for EMG of each posture(Extensor 
carpi ulnaris)

Variable f-value (t-value) p-value

Wrist postures 3.08 0.047

Elbow postures (1.00) 0.318

Shoulder postures (0.00) 0.998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꿈치 자세의 경우 굴곡 45°가 

굴곡 90°보다 근전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 

자세의 경우 굴곡 0°가 굴곡 9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분석 결과 Extensor carpi ulnaris는 손목 자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팔꿈치와 어깨 자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tensor carpi ulnaris의 경우 외전 

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8) length-tension relationship

에 의해 최대발휘근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3.2.3 Extensor carpi radialis 근전도 분석

Extensor carpi radialis에 대한 피실험자의 전체 근전

도 데이터를 손목, 팔꿈치, 어깨 자세별로 분석한 결과

는 Fig. 7과 같다. 손목 자세의 경우 외전 시 근전도 값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립, 내전 순으로 감

Fig. 7. Extensor carpi radialis EMG values of each posture.

Table 11. Result of ANONA for EMG of each posture(Extensor 
carpi ulnaris)

Variable f-value (t-value) p-value

Wrist postures 3.64 0.027

Elbow postures (-0.85) 0.395

Shoulder postures (1.00) 0.317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꿈치 자세의 경우 굴곡 90°

가 굴곡 45°보다 근전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 자세의 경우 굴곡 0°가 굴곡 9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Extensor carpi radialis는 손목 

자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팔꿈치와 어깨 자세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tensor carpi radialis의 경우 외전 

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8) length-tension relationship

에 의해 최대발휘근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어깨, 팔꿈치, 손목의 자세가 작업부

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송용 기

계․기구 제조업의 프레스, 엔진 생산, 조립, 도장 공정

에서 취하는 상지의 자세 중 어깨, 팔꿈치, 손목 별로 

가장 빈번하게 취하는 자세를 선정하였다. 가장 빈번

하게 취하는 자세는 어깨 2가지 수준(굴곡 0°, 골곡 

90°), 팔꿈치 2가지 수준(굴곡 45°, 굴곡 90°), 손목 3가

지 수준(내전, 중립, 외전)이었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의 각 수준을 조합한 12가지 

자세에 대하여 최대발휘근력과 근전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깨, 팔꿈치, 손목을 조합한 12가지 자세 

중 어깨 0°, 팔꿈치 45°, 손목 외전에서의 최대발휘근

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전도 분석결과, 이 자세

에서 Medial Triceps, Extensor carpi ulnaris, Extens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ulnaris 총 4개의 근육에서 가

장 큰 근전도 값이 나타났다. 따라서 근육의 발휘 정도

는 작업 자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지를 이용한 조

립 작업 시 최적 자세는 어깨 0°, 팔꿈치 45°,손목 외전

이 가장 최적의 자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작업

장소의 협소,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최적의 자

세인 어깨 0°,팔꿈치 45°, 손목 외전의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목의 자세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며, 손목의 자세 중에서도 외전을 가장 먼저 고

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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