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2.348

인체공학적 랩보드를 이용한 컴퓨터 마우스 사용이 상지의 움직임 및 
근활성도, 작업수행도, 주관적 불편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Ergonomic Lap Board for Computer Mouse Padding on Upper Limb 
Movements, Myoelectric Activities, Task Performance, and Subjective Discomfort

박소연*, 이택영*, 이진복**

한서 학교 작업치료학과*, 한서 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So-Yeon Park(soyon@hanseo.ac.kr)*, Taek-Young Lee(otlty@hanseo.ac.kr)*, 

JinBock Yi(relizion@hanseo.ac.kr)**

 요약

본 연구는 컴퓨터 마우스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방하기 해 개발한 랩보드(lap board)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참여자는 20 의 근골격계 증상이 없는 학생 10명이었으며, 랩보드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와 책상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 상지의 움직임, 근 도, 작업수행도  주  불편도

의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 동작분석결과, 어깨 굽힘(shoulder flexion), 어깨 안쪽돌림(shoulder internal 

rotation)  아래팔 엎침(pronation)의 평균 각도가 랩보드와 책상에서 마우스 작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그러나 랩보드와 책상에서 마우스 작업을 할 때의 근활성도, 수행도  주  불편도

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랩보드를 사용할 때 작업자의 상지는 책상에서 보다 몸통에 가깝게 치하

으며, 랩보드를 선호하는 학생은 10명  6명이었다. 컴퓨터 마우스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방을 

한 진 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 한다.

■ 중심어 :∣컴퓨터 마우스∣동작분석∣근전도∣상지∣근골격계 질환∣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lap board that was developed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caused by the use of a computer mouse. Study participants were 10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who did not have any musculoskeletal symptoms. We analyzed the 

difference in upper limb movements, electromyographic activity, task performance, and 

subjective discomfort between 2 conditions: use of a mouse with the lap board and use of a 

mouse placed on a desk. Results of behavior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 conditions in terms of the average angle of shoulder flexion, shoulder 

internal rotation, and forearm pronation(p< 0.05). However, electromyographic activity, task 

performance, and subjective discomfor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2 

conditions. When subjects used the mouse with the lap board, their upper extremity was located 

much closer to the torso than when they used the mouse placed on the desk. Six of 10 

participating students preferred the lap board. We expect that advanced research on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due to the use of the computer mouse will be conduct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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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 으로 많은 직종에서 일상

인 업무 수행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작업 환경과 업무능력과의 련성은 더욱 높아졌다[1]. 

2012년 재 우리나라 가구의 인터넷 보 률은 82.1%, 

컴퓨터 보유율은 82.3%로[2], 컴퓨터의 사용은 사무실

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컴퓨터 사용은 사용자의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

으며, 컴퓨터 작업시간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의 연

성이 보고되어왔다[3].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한 연구에서 컴퓨터 사용자들은 체 업무

시간의 75% 이상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며[4][5], 일

부 컴퓨터 집 작업에서는 휴식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의 컴퓨터 작업이 요구되기도 한다[6].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불편한 자세와 지속 인 힘, 높은 반복성으로 인

해 목과 어깨의 통증, 손목터  증후군이나 DeQuervain's 

증후군과 같은 상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험이 높다

[7-9].

컴퓨터 작업을 한 입력장치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주로 사용된다. 최근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보 으로 컴

퓨터 마우스나 트랙볼과 같은 포인  도구의 사용이 증

가하고 있다[10]. 부분의 컴퓨터 응용 로그램이 

체 이용시간의 60%이상에서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으

며[11], 그래픽 로그램으로 작업할 경우 마우스 사용

은 최  65～70%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이에 따라 컴퓨터 마우스 사용자들에게 작업과 련된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3][14]. 컴퓨터 마

우스의 사용은 비 립자세와 아래팔 근육에 지속된 근

부하와 련되어 있다[15][16]. 마우스를 사용할 때, 

팔은 벌림(abduction) 되고[13], 손목 폄(extension)과 

자쪽치우침(ulnar deviation)이 반복되기 때문에

[17][18], 근육긴장과 피로를 유발한다. Karlqvist 등[17]

은 마우스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비교한 연구에서, 15도 

이상의 자쪽치우침은 체 마우스 사용시간의 64%에

서 나타나며, 30도 이상의 심각한 자쪽치우침도 30% 수

이라고 보고하 다.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는 동안 

아래팔이 엎침(pronation)된 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이 

일반 인데[12], 손목의 자쪽치우침과 아래팔의 엎침 

두 요소는 손목터 증후군 발병에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19].

이처럼 컴퓨터 마우스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인식

되면서 인간공학 문가들은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방하기 한 방안으로 손과 손목의 립 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직형 마우스를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일반형과 수직형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 인 업무 테크닉의 차이, 책상표면을 부드

럽게 이동하기 어려움, 작업수행도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마우스 사용자들은 수직형 마우스 보다 일반형 

마우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때문에 컴

퓨터 사용자 부분은 여 히 일반형 마우스를 사용하

고 있으며,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험이 여

히 높다. 

한편, 컴퓨터 사용자의 목과 어깨 통증에 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Larsson 등[9]은 컴퓨터 사용자의 목

과 어깨 통증을 방하기 하여 생체역학 인 험요

인들에 한 평가를 통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시간을 일 것을 제안하 다. Ming 등[21]도 컴퓨터 

사용자의 상지 근골격계 질환에 한 고찰연구에서 마

우스를 사용할 때 이완된 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팔꿉 높이 혹은 약간 더 낮은 자세를 유지하

도록 할 것을 권고하 다. 컴퓨터 마우스 작업으로 인

한 근골격계 질환을 방하기 해서는 인간공학 인 

측면에서의 작업환경의 개선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컴퓨터 작업 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은행 등

의 특정 업무환경에서의 유병률과 련 요인들에 한 

연구이거나[22][23] 일부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

구[24] 등에 그쳤다. 최근에는 삼차원 동작분석과 근

도를 이용한 상지 연구가 시도 되고 있으나[25-27], 아

직까지 근골격계 질환 방에 을 맞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마우스 사용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 방을 해 책상보다 낮은 높이에서 마우

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사면이 있는 랩보드(lap board)

를 제작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랩보드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와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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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 상지의 움직임과 근 도, 작

업수행도  주  불편도의 차이를 비교하 다. 

Ⅱ. 연구 방법

1.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해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실험 참여동의서

를 작성하도록 하 다. 참여 상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

한 20 의 학생으로 우세손이 모두 오른손이었다. 실

험에는 남, 여 5명씩 총 10명이 참여하 다. 참여  상

지와 경부의 외상이나 통증 여부를 확인하여, 선천  

기형 는 외과 , 신경학  질환이 있는 경우 상에

서 제외하 다.  

연구참여자 체의 평균 연령은 22.2세 고, 평균 신

장은 남자는 173.4㎝이고 여자는 158.6㎝, 평균 체 은 

남자는 73.4㎏, 여자는 51.4㎏이었다[표 1].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10)(Mean(SD))

Variable Male Female Total

Age
(year) 23.2(1.0) 21.2(0.8) 22.2(1.3)

Body height 
(cm) 173.4(0.5) 158.6(4.8) 166.0(8.2)

Body weight 
(kg) 73.4(14.7) 51.4(4.3) 62.4(15.4)

2. 실험방법
2.1 실험과정 
먼  상지 움직임의 운동형상학  자료를 측정하기 

한 기본 인 측정 후 12개의 반사 표식자를 참여자의 

신체에 부착하 다. 참여자에 따라 책상과 의자의 높이

를 조 하 다. 의자의 높이는 참여자의 엉덩 과 무

릎 이 각각 9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 다. 

책상의 높이는 참여자가 어깨를 몸통에 붙인 자세에서 

팔굽을 90도 굽힘하여 팔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도

록 하 다.  랩보드를 사용할 때는 랩보드를 무릎 (넙

다리  )에 놓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컴퓨터 스

크린과 몸통과의 거리는 책상에서 작업할 때와 동일하

게 60㎝로 조정하 다. 참여자가 작업과제와 마우스 사

용에 익숙해지도록 10분 이상의 연습시간을 제공한 후 

움직임의 운동형상학  자료를 측정하 다.  

휴식 후 근 도 자료를 얻기 하여 오른쪽 4개 근육

의 정확한 부착지 을 찾아 극을 부착하고 비 검사 

후 실험을 진행하 다. 랩보드와 책상에서 마우스 작업

의 순서는 무작 로 정하 다. 각 실험 조건에서 5분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 다. 작업이 종료되면 획득한 수

행 수를 확인하고 CR-10 척도로 주  불편도 측정

하 다. 각 작업 사이에는 10분간의 휴식을 제공하 고, 

마지막에 각 근육에 한 MVC(maximum voluntary 

contraction)를 측정하 다. 모든 실험을 마친 후 랩보

드와 책상  선호하는 작업방식과 이유에 해 조사하

다. 

마우스 사용 과제는 실험용으로 제작된 바 있는 

"Smile Catch" 로그램으로 하 으며 개발자의 동의

를 얻어 사용하 다. "Smile Catch" 로그램은 도상

에 0.75 마다 다른 치에 나타나는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로그램으로 5분 간 400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28]. 그림이 나타나는 치는 무작 이며,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치를 클릭해야 수로 인정된다. 

총  400  에 360 (90% 수 ) 이상 획득한 경우에

만 성공한 실험으로 인정하 다. 작업 화면은 본 실험

에서 사용한 컴퓨터 스크린의 앙에 치하도록 설정

하 고, 목표물의 크기는 2.7 ㎝ × 2.7 ㎝ 다. 

작업수행도는 마우스로 목표물을 정확히 클릭한 횟

수를 수로 나타낸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5분간의 작

업이 끝난 후 총 이 표시되었다.  

2.2 동작분석 시스템
상지 움직임의 운동형상학  자료(kinetics data)를 

수집하기 하여 국 Vicon Motion Systems의 Vicon 

MX 장비를 사용하 다[29]. 이 장비는 참여자의 상지

에 부착된 표식자(maker)에 의해 반사되는 외선을 

카메라에서 인식하고 그 치와 정보를 컴퓨터에 장

하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책상을 심으로 6 의 외

선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등의 학 보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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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동작을 시연하면서 사각지 를 최소화하는 

치에 카메라를 설치하 다. 다음으로 Vicon MX 장비

의 조정과 함께 역좌표계(global coordinate)를 

설정하 다.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50 Hz로 하

다. 

피험자는 실험 동작과 표식자의 부착  반사를 방해

하지 않는 편안한 옷을 착용하 다. Vicon MX 장비가 

요구하는 피험자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여 입력한 후, 

총 12개의 반사 표식자를 부착하 다. 표식자를 부착한 

해부학  치는 일곱째 목 (7th Cervical vertebra), 

열번째 등 (10th Thoracic vertebra), 복장  패임

(suprasternal notch), 칼돌기(xiphoid process), 오른쪽 

어깨(in the end part acromion), 오른쪽 어깨

(scapular), 팔 의 앙(center of humerus), 오른쪽 

가쪽 팔 융기(lateral humeral epicondyle), 오른쪽 

노 의 앙(center of radius), 오른쪽 손목의 노  붓

돌기(styloid process of radius)와 자  붓돌기(styloid 

process of ulna), 그리고 오른쪽 손의 손허리손가락

(3rd metacarpophalangeal joint)이었다. 이는 동작분

석 시스템에서 리 쓰이는 ‘Plug-in Gait marker set’

을 따른 것이다. 표식자를 모두 오른쪽에 붙인 것은 피

험자가 모두 오른손 우세 기 때문이다.

피험자가 비되면 실험 치의 의자에 앉도록 하고 

Vicon MX 장비에서 요구하는 ‘Subject Calibration’을 

거쳐서 실험 비를 마쳤다.

2.3 표면근전도 시스템
상지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해 무선 방식의 표면 

근 도계인 TeleMyo 2400T G2(Noraxon U.S.A. Inc.)

를 사용하 다. 극은 같은 Noraxon U.S.A. Inc.의 이

극표면 극(biopolar surface electrode)을 사용하 는

데 지름이 1cm, 극 간의 간격이 2cm 다. 표본추출

률(sampling rate)은 1500Hz로 설정하 고 cut-off 주

수가 500Hz인 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를 

사용하 다. 5분 동안 측정된 근 도 신호를 이은 곡선

은 300ms 단 로 RMS(Root Mean Square)를 취하여 

거친 곡선을 부드럽게 하 다. 측정 상 근육마다 

MVC 근 도를 측정하고 이에 한 %MVC의 5분 간

의 평균을 계산하 다. MVC 근 도는 MVC 동안 측정

된 근 도 가운데 1  동안의 측정값 합이 가장 큰 구

간의 평균값으로 하 다. 컴퓨터 마우스 사용시 상지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하여 등세모근(upper trapezius), 

가운데 어깨세모근(middle deltoid), 손가락 폄근

(extensor digitorum), 그리고 자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ulnaris)의 총 4개 근육을 조사하 다. 극의 부

착 치와 부착방법은 선행연구의 방법을 따랐다

[28][30][31][그림 1].

그림 1. 랩보드를 사용할 때의 작업자세

2.4 주관적 불편도
작업으로 인한 불편도는 Borg가 개발한 CR-10 

Rating scale을 이용하 다. CR-10 Rating scale은 비

율척도로서 측정값 사이의 비율계산이 가능하며 다양

한 통계분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Borg‘s CR-10 

Rating scale은 “0”은 “강도 없음” 즉, 침 에 울 때와 

의자에 편안하게 앉을 때의 느낌을 의미하고, “10”은 

“견디기 힘든 강한 강도”를 의미한다[32].

본 실험에서는 랩보드와 책상에서 작업이 종료된 직

후 CR-10 scale을 이용하여 주  불편도를 측정하

다. CR-10 scale에 따라 어깨, 팔, 팔꿈치, 아래팔, 손

목, 손까지 총 6부 에 한 주  불편도를 수로 기

록하도록 하 다[33]. 한, 모든 실험이 종료된 이후 

두 가지 작업방식  선호하는 작업방식과 이유에 해 

조사하 다.

2.5 경사진 랩보드
컴퓨터 사용할 때 흔히 나타나는 목과 어깨 근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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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를 감소시키데, 팔지지 (arm board)가 효과 이

었다는 Rempel 등[34]과 의자의 팔걸이(arm rest) 사용 

시 감소를 보고한 Marcus 등[35]의 연구에 착안하여 책

상보다 낮은 치에서 마우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랩보드를 개발하 다. 한, 아래팔의 엎침을 

이기 해 몸의 심에서 가쪽으로 경사도가 15 〫 있게 

제작하 다. 본 실험을 해 제작한 랩보드는 0.5㎝ 두

께의 아크릴재질로, 체 길이는 50㎝, 폭은 20㎝, 기울

기는 15 〫이었다[그림 2]. 

그림 2. 경사진 랩보드와 마우스(앞면)

3.5 마우스
마우스로는 bluetooth 방식의 무선 디지타이

(digitizer)인 Graphire(Wacom, U.S.A)와 이에 연동된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 다. 상  좌표 방식의 기존 마

우스로는 동일한 과제를 부가하여도 피험자마다, 는 

시행 시마다 손의 치가 동일하게 반복 재 되지 않는

다. 이는 실험이 성립하는 데에 심각한 결격 사유이다. 

 좌표 방식의 디지타이 를 사용하면 동일한 과제

에 해 동일한 손 치가 보장되므로 기존 마우스 실

험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디지타이 의 작업 

역은 20.88 × 15.08 ㎝이고, 마우스 크기는 길이 11.4 ㎝, 

비 6.1㎝, 높이 3.7㎝로 일반 마우스 정도이다[그림 2].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랩보드 에서 마우스로 작업할 때와 책상 

에서 마우스로 작업할 때의 참여자의 상지 의 움

직임, 근활성도, 수행도  상지의 불편도를 비교하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을 고려하여 

독립된 t-검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통계학  유의

성을 검정하기 한 유의수 은 α = 0.05로 하 다. 통

계처리를 해서는 상용 로그램인 원도용 SPSS 12.0

을 사용하 다. 

Ⅲ. 연구 결과

1. 동작분석 결과
본 실험을 해 제작한 랩보드와 책상에서 마우스 포

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평균 인 상지 운동의 각도

는 표2 에 제시하 다. 랩보드에서 작업 시 어깨 굽힘의 

평균 각도는 -11.21°, 책상에서 6.85° 로 통계 인 차이

를 보 다(p＜ 0.05). 어깨 벌림의 평균 각도는 랩보드

에서 24.22°, 책상에서 28.10° 로 랩보드 사용시, 어깨 벌

림의 범 가 다소 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어깨 안쪽돌림의 평균 각도는 랩보드에서 21.69°, 

책상에서 -0.56°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 아래팔 엎침의 평균 각도는 랩보드에서 39.45°, 책

상에서 42.52°로 책상 에서 보다 랩보드에서 립에 

더 가까운 각도로 나타났다(p＜0.05). 

그 외 팔꿉 굽힘과 손목 폄, 손목의 자쪽치우침의 평

균 각도는 책상 에서 보다 랩보드에서 약간 증가된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지하지 않았다. 

표 2. 랩보드와 책상 위 마우스 작업 시 상지의 움직임 비교
(단위: 각도, mean(SD))  

Movement
(Right side)

Lap board Table t p

Shoulder 
flexion -11.21(1.3) 6.85(1.0) 4.720 0.000*

Shoulder 
abduction 24.22(0.7) 28.10(0.6) 1.625 0.122
Shoulder 
internal 
rotation

21.69(1.23) -0.56(1.2) -8.162 0.000*

Elbow
flexion 102.81(0.9) 97.04(1.1) -1.042 0.311
Forearm
pronation 39.45(1.4) 42.52(0.9) -3.138 0.006*

Wrist
extension 24.17(2.3) 18.95(2.6) -1.593 0.129

Wrist
ulnar

deviation
18.14(2.0) 7.44(1.4) -0.371 0.71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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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근전도 분석 결과
랩보드에서의 작업과 책상에서의 작업 시 상지 4개 

근육의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다. 

참여자들의 오른쪽 등세모근 근활성도는 랩보드에서 

평균 1.56% MVC, 책상에서 평균 2.84% MVC로 4 근

육  활성도가 가장 낮았다. 오른쪽 자 손목폄근 근

활성도가 랩보드와 책상에서 평균 9.02 % MVC와 

10.27 % MVC로 비교  높았으나, 그 외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랩보드와 책상 위 작업 시 상지 근육의 활성도 비교
      (단위: % MVC 값, Mean(SD))

% MVC Lap board Table t p

Upper 
trapezius 1.56(1.1) 2.84(1.9) 1.744 0.098

Middle deltoid 5.46(2.8) 6.67(3.9) 0.761 0.456
Extensor 
digitorum 7.87(4.7) 10.67(14.7) 0.544 0.593

Extensor carpi 
ulnaris 9.02(2.9) 10.27(2.7) 0.940 0.360

p＜0.05

3. 작업수행도
책상에서의 평균 수행도가 378.4 으로, 랩보드에서 

평균 수행도 375.7 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표 4].

표 4. 랩보드와 책상 위 작업 시 마우스 포인팅작업의 수행
도(단위: 점, Mean(SD))

Lap board Table t p

Performance 375.7(10.2) 378.4(9.8) 0.572 0.574
p＜0.05

4. 주관적 불편도 및 선호도 
CR-10 척도로 조사한 주  불편도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하 다. 랩보드와 책상에서 마우스 

작업 시 주  불편도는 6개 신체 부 에서 모두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호도 조사에서 랩보드는 6명이, 책상은 4명이 마우

스 사용시 더 편하다고 답하 다. 랩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책상보다 높이가 낮아 어깨의 피로가 덜하다는 

이유가 있었고, 책상을 선호하는 경우는 평소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과 아래팔을 지지할 수 

있어 더 안정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본 실험에서

는 동작분석을 해 부착한 표식자로 인해 의자등받이

에 기 지 않고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 기 때

문에, 등받이에 지지된 상태에서 하던 평소 컴퓨터 작

업에 비해 불안정함을 느 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 랩보드와 책상 위 작업 시 상지의 주관적 불편도
      (단위: 점, Mean(SD)) 

CR-10 
Borg's 
scale

Lap board Table t p

Shoulder 1.60(0.86) 1.70(0.93) 0.237 0.815
Arm 1.40(0.73) 1.20(0.56) -0.651 0.523
Elbow 1.05(0.82) 1.15(1.07) 0.222 0.827

Forearm 2.30(1.47) 2.50(1.16) 0.320 0.752
Wrist 2.65(1.86) 2.75(2.14) 0.106 0.917
Hand 2.15(1.10) 2.30(1.27) 0.268 0.791

p＜0.05

 

Ⅳ. 고찰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 보 의 확 로 국내 가구별 

컴퓨터 보유율은 2012년 재 82.3%로 이제 컴퓨터의 

사용은 일상화되었다. 한, 최근 컴퓨터 그래픽 로그

램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마우스 사용시간도 격히 늘

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우스 작업은 일반 으로 비

립자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목 통증의 유병율

과 높은 련이 있다[36]. 마우스를 사용할 때 손목은 

폄과 자쪽치우침이 빈번히 반복된다[17][37]. 이러한 자

세들은 손, 손목뿐만 아니라 아래팔과 어깨 등 상지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험 요인으로 작용한다[38].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할 때의 근골격계 질환

을 방하기 한 마우스 사용 보조도구인 경사진 랩보

드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삼차원 동작분석 결과, 랩보드를 사용할 때 어깨 굽

힘은 평균 -11.21°로 책상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의 

6.85°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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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도의 차이는 랩보드를 무릎 에 올려놓고 사

용하 기 때문에, 책상 에 마우스와 패드를 놓고 사

용할 때에 비해 어깨는 약 11° 정도 폄되고, 아래팔과 

손은 몸통에 더 가까이 치한 상태 음을 의미한다. 

작업 시 상지를 몸의 심에 가깝게 치시키는 것은 

일반 으로 팔을 멀리 뻗어 작업할 때보다 손의 힘과 

기능면에서 더 좋은 치로 추천된다[39]. 어깨 벌림의 

각도는 책상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 평균 4° 정도 더 

컸는데, 어깨 벌림의 증가는 아래팔의 엎침을 증가시키

고 손목터 에 가해지는 압박력을 증가시키므로[19],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랩보드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 책상에서 사용

할 때에 비해 평균 22° 정도 어깨 안쪽돌림된 자세가 나

타났다(p＜0.05). 어깨의 안쪽돌림은 랩보드가 책상에 

비해 몸에 더 가까이 치한 결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마우스를 잡는 손도 책상에 비해 몸통에 더 근 한 

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자세의 변화만으로 랩보드의 

효과를 논할 수는 없으나 상지가 몸의 심에 근 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팔을 앞으로 뻗어 작

업할 때 보다 쪽 상지의 피로를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이와 련된 연구로 Straker 등[40]은 

10-12세 사이의 청소년을 상으로 책상에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 아래팔을 지지한 경우와 지지하지 않은 경우

의 차이를 조사하 다. 이들의 연구결과 두 조건 간의 

통계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래팔을 책상에 

지지한 상태일 때 약간의 몸통 회 과 목의 가쪽굽힘이 

일어나 몸통의 비 칭이 나타났다. Straker 등[40]의 연

구결과에 따른다면, 마우스는 주로 한 손을 사용하므로 

반복 인 사용은 몸통 비 칭에 향을  수 있다. 그

러므로 오히려 책상높이보다 낮은 작업 가 어깨를 이

완시키고 비 칭의 향을 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Cook 등[41]은 손목의 지지 여부에 따른 손목 폄 각

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마우스를 사용할 때 

평균 인 손목 폄의 각도는 30° 이상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손목 폄의 평균각도가 랩보드에서 약 24°, 

책상에서 약 19°로 나타나 Cook 등[41]의 연구에서 보

다 손목 폄의 각도가 좁았다. 자쪽치우침의 평균 각도

는 Cook 등[41]의 연구에서는  최소 10°에서 최  20°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랩보드 약 18°와 책상 약 7.5°

로 유사한 수 이었다. 한편, Szeto와 Lin[42]은 손목의 

노쪽-자쪽 치우침을 조사한 연구에서 근골격계 유증상

군은 조군에 비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손목과 손의 

불편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마우스 클릭 반응시

간은 더 길고, 클릭 횟수는 더 었다고 보고하 다. 이

러한 결과는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마

우스 사용 시 반응시간과 횟수에 향을 미치며 불편함 

뿐만 아니라 기능  하를 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표면근 도 분석결과, 오른쪽 등세모근, 간어깨

세모근, 손가락 폄근, 그리고 자 손목폄근 모두 랩보드

에서 작업 시 근활성도 값이 약간 낮았으나,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작

업과제를 사용한 유환석[28]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근활성도가 반 으로 매우 낮은 수 이었고, 이동훈 

등[33]의 연구에서 일반형 마우스 작업 시 자 손목폄

근이 12.63 %MVC로 나타났던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

구의 책상에서 10.27 %MVC 값으로 볼 때 거의 유사한 

수 이었다. 책상 에서 마우스를 이동시켜야 하기 때

문에 어깨  주의 큰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한 Jensen 등[13]의 연구와 등세모근의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난 유환석[28]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등세모근의 근활성도가 랩보드와 책상에서 모두 낮

았다. 이는 참여자의 신체에 맞게 조 된 책상과 그보

다 더 낮은 높이의 랩보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불필요

한 어깨 움직임이 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는 Ming등[27]이 마우스를 사용할 때 팔꿉 높이 혹은 

약간 더 낮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제안한 내용이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

작업수행도는 랩보드 375.7 에서보다 책상에서 

378.4 으로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총 의 90%에 해당하는 360  이상을 모든 

참여자가 획득하여 두 작업조건이 수행도에는 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CR-10 척도는 작업 시 느끼는 주  불편도를 쉽고 

간단하게 표시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에서 여러 연구

에서 사용된다[33][43][44]. 이동훈 등[28]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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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마우스 사용시 주  불편도는 아래팔이 2.59

으로 가장 높고, 손목, 손, 팔, 어깨, 팔꿈치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

데, 책상에서 주  불편도는 손목이 2.75 으로 가장 

높고, 아래팔, 손, 어깨, 팔, 팔꿈치 순이었다. 랩보드

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선호도 조사에서 랩보드를 선택한 경우는 부분 랩

보드가 책상보다 높이가 낮아 어깨의 피로가 덜하다는 

것이었고, 책상을 선택한 경우는 평소 책상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고 아래팔을 지지할 수 있어 더 안정 이라

는 의견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컴퓨터 마우스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을 방하기 해 개발한 경사진 랩보드는 책상과 의자

높이를 참여자의 신체에 맞추고 작업하는 경우에 비해 

작업자의 상지를 몸통에 가깝게 치시킨다. 그러나 근

활성도나 수행도, 주  불편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실험에 사용한 작업과제 수행

시 로그램 창이 상 으로 작아서 본 실험에서 사용

한 마우스(디지타이 )의 작업 역 체를 사용하지 못

해 실험결과의 차이가 었던 , 마우스를 사용하는 

오른쪽 상지 사용만 고려하여 오른쪽 움직임과 근 도 

자료만을 측정하 으나 비 칭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

한 , 남・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참
여자를 조사하지 못한  등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제

한 을 개선하여 상지 근골격계 질환 방에 더 효과

인 작업개선 방안이 연구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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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 연세 학교 의공학과 (공학박사)

▪2003년 3월 ～ 재 : 한서 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교수

 < 심분야> : 생체역학, 재활공학, 보조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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