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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을 위한 

평가자 및 평가도구 개선방안 연구

울산 학교 일반 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천 우 현

1993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들이 경견완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질환으로부터 고통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근골격계질환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는 

1997년 고용부 고시 제1997-8호(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근로자를 위한 작업관리지침) 

제정,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예방규정 신설) 개정 및 

2003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개정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려고 노력했으나 1997년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를 고시로 제정한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골격계질환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한 고령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인하여 홈

오피스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재택근무 시행, 비 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비 면 배달 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간공학적인 문제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가 새롭게 나타나는 등 근로자의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유해요인조사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환이 감소

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상 확  및 산업재해 

인정기준 완화 등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근골격계질환 증가가 다시 감소하지 않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유해요인조사 등 현재의 근골격계질환의 법적 조치사항 및 예방 책 등이 현장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골

격계질환 관련 법적 규제사항 및 예방조치에 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무를 조사하고 유해요인조사를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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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작업상황과 

작업조건이 동일해도 근로자마다 증상 및 징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해

요인조사 시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작업부하, 작업빈도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 수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 평가자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는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해요인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 평가자가 인간공학, 유해요인조사, 

인간공학 작업부하 평가방법 등에 한 전문역량이 부족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개선 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인간공학 

전문가를 통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평가도구가 평가자의 육안 관찰평가 

의존도가 높아 그 평가 결과에 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방법에 한 실효성을 

높이고 근골격계질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해요인조사와 인간공학적 작업

부하 정량평가에 하여 평가자 측면과 평가도구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자 측면으로는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보건관리자의 

약 25%만 안전보건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자세 평가에 인간공학 전문가의 참여는 21.4%로 저조한 실정한 실정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41.8%는 안전보건 전담 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지정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유해

요인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작업환경개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유해요인조사와 인간

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도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인간공학기사 이상)이 있는 보건관리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공학 

비전문가라도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 및 훈련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공학 전문가 6명과 비전문가 163명을 상으로 유해요인조사 시 사용

하는 다양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중 사업장에서 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OWAS, RULA, REBA를 활용하여 인간공학 비전문가가 자주 발생시키는 평가 오류(과  

평가 또는 과소 평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간공학 비전문가의 OWAS, RULA, REBA의 

조치수준(AC)이 인간공학 전문가와 동일하게 평가되더라도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평가

점수가 상이할 수 있고 세부 항목별로는 추가점수를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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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며 손 및 손목과 같이 신체 부위가 작고 평가 각도의 범위가 작은 항목에 

한 평가는 과 평가하는 등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세부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추가점수와 손과 손목에 한 평가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 

및 훈련함으로써 평가의 정확도 향상과 비전문가의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도구 측면에서는 인간공학 전문가가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

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현재의 인간공학적 평가도구들이 평가기준 모호, 평가자의 

육안에 의존한 관찰평가 등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에 하여 노사의 

공감  형성이 부족하고 평가에 한 정확도 및 신뢰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Paper 형식의 육안평가 의존도를 낮추고 유해요인조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도가 있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이용한 PC

형식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도구 중 상 적으로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

되고 있으며 사용방법이 어렵지 않은 OWAS를 상으로 인간공학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인간공학 전문가 4인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촬영된 40장의 작업사진을 활용하여 Paper형식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보다 

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자의 주요 관절에 한 

위치(Position) 지정 벡터(Vector) 기반 OWAS 평가시스템(PV-OWAS)과 심층 신경망

(Deep Learning) 기반 OWAS 평가시스템(DL-OWAS)를 PC형식으로 개발하였다. 

다섯째, 신규 개발한 PV-OWAS 및 DL-OWAS 평가시스템은 인간공학 전문가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와 91.3%, 90.0% 일치하였으며 세 가지 모두 일치한 경우는 

86.9%이었다. PV-OWAS는 평가자가 작업사진에 신체의 주요 관절위치를 직접 지정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작업자의 신체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평가자가 주변의 

상황을 참작하여 신뢰도 있는 평가가 가능하고, DL-OWAS는 평가자가 작업영역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이점이 있으나 신체 부위가 작업물 또는 설비 

등에 가려지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의 작업 사진 

및 작업물·설비 등의 유무에 따라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신 PC형식의 

PV-OWAS 및 DL-OWAS 평가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유해요인조사 평가자가 인간공학 비전문가일지라도 인간공학 비전문가들이 

자주 오류를 발생시키는 항목에 하여 집중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하여 유해요인조사 

평가자의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고,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

평가의 기준 모호성과 평가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개발된 2가지의 PC형식 

작업부하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근골

격계질환 예방조치에 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현재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Key word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머신러닝,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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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1960년 부터 시작된 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무 

자동화, 기계화 및 산업화 등 빠르고 눈부신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 안전과 보건에 한 관심은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항상 가려져 왔고 부분의 근로자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하여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업주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몰두하였다[1].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누구나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사망, 절단 등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보상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나 1972년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직업병이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겉으로 쉽게 식별

할 수 없는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근로자의 신체 내부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는 동안‘빨리 빨리’문화와 사무

작업을 위한 컴퓨터의 보급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게 되었다. 빠른 경제성장과 

변화된 문화 속에서 1993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에게 경견완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직업병으로 최초 인정되었다[2]. 경견완증후군은 장시간 경직된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팔, 어깨, 목 등으로부터 손목 및 손끝까지 근육에 경련, 통증, 마비증상을 

유발하는 누적외상성질환으로 한국통신 전화교환원은 좁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걸려

오는 전화 응 로 고통받아 왔으며, 한국통신공사 전화교환원 실태조사 연구에서도 조사자 

139명 중 115명(87.7%)가 경견완장해 소견이 있을 정도로 근골격계질환은 심각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3].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

나는 질환으로 누적외상성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s)라고도 한다[4]. 

정부에서는 1997년 경견완증후군 예방 책으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근로자를 

위한 작업관리지침(노동부 고시 제1997-8호) 제정을 시작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규정을 신설하고 근골격계질환 조사 및 책에 한 사업주 책임을 인정하였다[5]. 

2003년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개정을 통해 유해요인조사 등의 예방적 조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였으며, 

노동부 고시 제2003-24호(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이 

높은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제정 등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

하고 사업주가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까지 마련함으로써 

정부는 근골격계질환을 강력하게 예방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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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적 제도 도입 연혁

연도 법적 제도 도입 현황

196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시행

1972 산업재해통계에 직업병이 공식적으로 분류

1993 경견완증후군이 직업병으로 최초 인정

1997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정

200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제도 도입

2003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9,601명으로 업무상

질병자(15,996명)의 약 6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인 신체부담작업과 

요통을 직업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1996년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비율(33.1%) 보다 

약 2배 높은 실정으로 근골격계질환은 과거에 비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상 확 , 산업재해 인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근골격계질환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다시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효과성이 저하되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으므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65세 인구가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7],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 현상으로 발생

하는 가장 흔한 건강 문제로 인간공학적 문제(재택근무 시 홈오피스 미구성으로 목, 

어깨, 허리의 통증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 2021년 근로복지공단

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업무상질병 심의제외 질병 확 )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업무상 원인이 

명백하면 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9]하도록 하는 등 향후 근

골격계질환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 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노동자(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마트노동자 등)가 과도한 업무부하로 인하여 근골

격계질환 발생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에서는 2021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필수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요인조사 비용과 

보호구 KIT(손목 보호  등)를 제공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환경미화원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근골격계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수정하거나 추가함으로써 

근본적인 근골격계질환 감소 책을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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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준수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유해요인조사 평가자가 인간공학에 한 전문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유

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원인을 파악

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하더라도 평가자의 육안 관찰평가로 인하여 조사 결과에 

한 정확도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여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향상방안을 평가자 

측면과 평가도구 측면을 중심으로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평가자 측면에서는 평가자의 인간공학적 전문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감안하여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간에 

발생하는 평가 결과의 차이를 표적인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기법인 OWAS, 

RULA, REBA를 활용하여 인간공학 비전문가가 전문가에 비하여 평가 오류(과  평가 

또는 과소 평가)를 발생시키는 세부 평가항목과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인간공학 비전문가를 

상으로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도구 측면에서는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평가자가 육안 관찰평가로 실시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에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상 적으로 평가방법이 쉽고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

하고 있는 OWAS를 상으로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자의 

주요 관절에 한 위치(Position) 지정 벡터(Vector) 기반 OWAS 평가시스템(PV-OWAS)과 

심층 신경망(Deep Learning) 기반 OWAS 평가시스템(DL-OWAS)을 개발하였다.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첫 번째, 평가자 측면 개선방안 

연구는 6명의 전문가(인간공학기술사 2명, 인간공학을 전공한 학교수 2명, 유해요인

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 2명)와 인간공학이 아닌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유해요인조사 관련 업무수행 예정인 비전문가 163명을 상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들 중에서 평가가 용이하고 신체부위의 활용이 

많으며 굽힘과 비틀림과 같이 추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표 작업사진을 선정하여 

표적인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도구인 OWAS, RULA, REBA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평가도구 측면 개선

방안은 비교적 평가항목이 단순하고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여 인간공학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평가도구인 OWAS를 활용하여 작업 사진에 주요 관절 

기준점 10개를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위치(Position) 지정 벡터(Vector) 

기반 OWAS 평가시스템(PV-OWAS)과 작업사진에 작업자가 포함된 관심영역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심층학습(Deep Learning) 기반 OWAS 평가시스템(DL-OWAS)을 

개발한 후 유해요인조사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인간공학 전문가 4명이 참여

하여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촬영된 40장의 사진을 인간공학 전문가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과 PV-OWAS 및 DL-OWAS로 각각 평가하여 평가의 정확도,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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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1997년 근골격계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가 법제화 된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골격계질환이 줄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그림 1-1]과 같이 선행 연구 분석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재의 유해요인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해요인

조사 효과성 향상 방안을 평가자 측면과 평가도구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실태조사에 의하면 근골

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2014년에 전체 

조사 상 사업장(126,846 개소) 중 14,648 개소(11.5%)였으나 2019년에는 전체 조사

상 사업장(143,716개소) 중 18,938 개소(13.2%)로 실시율이 다소 증가(1.7%)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0][11]. 유해요인조사 실시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법적제도 모름(39.4%), 절차가 복잡하여 정확한 조사방법을 모름(30.3%), 전문인력 

부재(9.1%) 등과 같이 유해요인조사에 한 인식과 전문성이 사내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12]. 제9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도 보건관리자의 일부(약 25%)만 

안전보건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자세 

평가에 인간공학 전문가의 참여는 21.4%로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13]. 2021년 

중 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41.8%가 별도의 

안전보건만 전담하는 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내부 인력을 활용한 자체적인 유해요인조사 실시율(58.7%)이 

외부 전문기관 위탁율(4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중 약 78%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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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9-2018)에 제시되어 있는 양식(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을 사용

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에는 OWAS, RULA, REBA가 50-80%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16]. 유해요인조사제도에 한 이해도 조사에서는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기법에 

한 이해도가 조사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것(5점 중 2점)으로 나타났다[17]. 산업

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요인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추가되었으나 유해요인조사자에 한 

자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사업주가 지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유해요인조사가 형식적이거나 작업환경개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 실시율을 제고하고 근골격계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인간공학 전문가가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법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 법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인간공학 비전공 평가자가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시 자주 발생시키는 평가오류 항목에 하여 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인간공학분야를 교육 및 훈련 시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는 작업자세의 부하수준 평가 시 굽힘, 비틀림 등의 

정도(각도)를 평가자의 육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를 위해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유해요인조사 평가 결과에 한 

정확도와 신뢰도에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8]. 이러한 이유로 인간공학 비전문가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평가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시한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천하고 있는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육안 관찰평가로 진행

하였으며 평가 결과와 개선 책은 [그림 1-2]과 같다. 유해요인조사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는 육안 관찰평가만으로 진행

되어 몸통의 굴곡 각도 오류, 손목 비틀림 미적용, 추가점수 미고려 등 일부 항목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고 개선 책으로 작업  높이를 주먹높이로 적용, 최소값을 남성의 

신체사이즈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개선 책에 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이 없는 평가자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간

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및 개선 책 제시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2] 사업장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좌) 및 개선 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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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은 측정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

하여 작업자세를 측정 또는 평가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Kinect와 Motion Capture System 등의 고가의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자세를 

직접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나[19][20][21], 최근에는 작업자 사진에 한 심층

학습(Deep Learning)을 통해 작업자세를 추정하여 작업부하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22],[23],[24]. 기존의 측정장비를 활용한 연구는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장비를 별도로 셋팅해야 하거나 사업장의 조도, 배경색 등의 환경 

및 공간적 제약 등으로 측정장비의 설치 및 활용이 제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심층 신경망 모델[24][25]은 작업 사진만 있으면 

자세의 최종부하 수준(Action Level)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작업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신체 부위별 세부항목(예: 팔, 상체, 하체)의 부하를 평가하지 

못하거나 세부 항목에 한 평가성능이 정량적으로 검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뢰도가 있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Paper형식의 

전통적인 육안평가 방식의 평가방법보다 평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사용 

편의성과 세부 평가항목 평가가 가능한 PC형식의 새로운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1.4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 배경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2장은 연구 수행 및 이해에 필요한 이론적 고찰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은 유해

요인조사 평가자 측면 개선방안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

평가 비교분석을 통해 비전문가의 평가오류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유해

요인조사 평가도구 측면 개선방안으로 위치(Position) 지정 벡터(Vector) 기반 OWAS 

평가시스템(PV-OWAS)과 심층 신경망(Deep Learning) 기반 OWAS 평가시스템

(DL-OWAS) 개발 결과에 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 결과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으로 구성하였다.



- 7 -

2. 이론적 고찰

2.1 근골격계질환

 2.1.1 인체의 근골격계

일반적으로 인체 골격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골격계(Skeletal system)는 

인체의 단단한 뼈 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근육부착 및 근육운동 시 지렛  역할, 

내장 보호, 혈구 생산 및 무기질 저장의 기능을 수행한다[26]. 근육계(Muscular 

system)는 심장수축과 관련된 심근, 여러 장기에 분포된 평활근 및 신체운동을 담당

하는 골격근으로 이루어져 있다[26]. 인체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는 [그림 2-1]과 같이 7개의 경추(Cervical vertebrae), 12개의 흉추(Thoracic 

vertbrae), 5개의 요추(Lumbar vertebrae), 5개의 천추(Sacral vertebrae), 3-5개의 미

추(Coccygeal vertebrae)로 구성되어 있다[27]. 

[그림 2-1] 척추의 구조 [27]

 

인체의 해부학적 자세란 [그림 2-2]와 같이 눈은 똑바로 앞을 향하게 서서 팔은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로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발끝은 약간 벌린 상태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해부학적 자세는 인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기본자세로 방향 

및 위치의 기준이 된다[26]. 해부학적 움직임에 기준이 되는 면(Planes of movement)은 

정중면(Midsagittal plane), 시상면(Sagittal plane), 관상면(Coronal plane), 횡단면

(Transverse plane)이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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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체의 면 [26]

정중면은 몸통을 좌우로 똑같이 가르는 가상의 평면이고 시상면은 정중면과 수직

으로 평행을 이루는 다른 면들이다[28]. 관상면은 몸통을 앞쪽과 뒤쪽으로 가르는 

것으로 정중면과 수직으로 직각을 이루는 가상의 평면들을 말하며 횡단면은 몸통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는 면으로 정중면과 수평으로 직각을 이루는 면을 말한다

[28]. 굴곡(Flexion)과 신전(Extension)은 [그림 2-3], [그림 2-4] 및 [그림 2-5]와 같이 시상면을 

따라 앞과 뒤로 움직이게 된다[29]. 굴곡은 이웃하는 2개의 뼈가 형성하는 각이 작아지는 것

으로 뼈가 굽혀지는 또는 접혀지는 것을 말한다[30][31]. 상완과 전완이 접히면서 상완과 

전완이 이루는 각이 작아지는 것과 허리를 발 아래쪽으로 접혀져서 숙이는 것이 굴곡이 된다. 

신전은 시상면을 따라 뒤로 움직이는 것이며 굴곡과 반 되는 개념으로 굴곡된 상태에서 

해부학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신전이라고 하며 2개의 뼈가 형성하는 각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상완과 전완이 펴지면서 상완과 전완이 이루는 각이 커지는 것과 허리를 

펴면서 해부학적 자세로 되돌아 오는 것이 신전이 된다. 해부학적 자세를 넘어서 신전이 

계속되는 것을 과신전(Hyperextens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운동을 굴곡이라하고 다시 수직 자세로 되돌아 오는 운동을 신전이라하며 지속적으로 

허리를 뒤로 펴는 운동을 과신전이라고 한다[30][31]. 외전(Abduction)은 [그림 2-5]와 

같이 관상면을 따라 정중면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내전(Adduction)은 

관상면을 따라 정중면을 향해 모이는 것을 말한다[29]. 즉, 팔을 몸에서 떨어뜨려 옆으로 

올리는 운동을 외전이라 하고 팔을 몸통 가까이 옆으로 내려 붙이는 것을 내전이라고 

한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경우에는 손이나 발의 중심축인 가운데 손가락(Middle 

finger)과 둘째 발가락(Second toe)을 기준으로 중심축에서 멀어지는 운동을 외전이라 

하고 중심축에 가까이 붙이는 운동을 내전이라고 한다. 회전(Rotation)은 [그림 2-3]과 같이 

횡단면을 따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말하며 몸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몸통을 좌우로 돌리는 것을 몸통의 회전이라고 한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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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목과 몸통의 운동 [29]

[그림 2-4] 손의 운동 [29]

[그림 2-5] 어깨와 팔의 운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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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작업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WMS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이라고 하며 

MSDs(Musculoskeletal disorders)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특정한 일 

또는 동작과 연관되어 신체의 일부를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경, 

근육, 인 , 관절 등에 문제가 생겨, 통증과 이상 감각,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들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근골격계질환은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하여

(trauma),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적인 작업이 누적되어(cumulative) 질병이 발생

(disorder)하기 때문에 누적 외상성질환 또는 누적 손상 장애(CTD, Cumulative 

trauma disorders)라 불리기도 하며, 반복성 작업에 기안하여 발생하므로 

RTS(repetitive trauma syndrome)로도 알려져 있다[32].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표 2-1]과 같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33].

<표 2-1> 주요 국가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명칭 [33]

명칭 국가

Cervicobrachial Syndrome (경추상완증후군) 일본, 스웨덴

Cumulative Trauma Disorder (누적외상성질환, CTD) 미국

Occupational Cervicobrachial Disorder (직업성 경추상완질환, OCD) 일본, 스웨덴

Occupational Overuse Syndrome (직업성 과사용증후군, OOS) 호주

Repetitive Strain Imjury (반복 긴장성장애, RSI)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Work-Related Neck and Upper Limb Disorder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영국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s) 전세계 공통

근골격계질환은 주로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 신체 관절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되며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이나 저림 등 작업시간 동안에만 발생하고 귀가 또는 휴식 

등으로 회복이 되는 특징이 있으나 반복적인 피로 또는 부하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에는 근육 및 신경조직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물론, 근골격계질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6]과 

같이 부분의 작업자는 근골격계질환에 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하지만 치료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 근로자는 

증상을 경험하지 않아도 치료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34]. 근골격계질환의 초기 단계 

및 발생(피라미드 하단)은 주로 생체역학적인 요인과 관련성이 크고 근골격계질환의 

심각 단계 및 악화(피라미드 상단)는 사회심리적인 요인과 관련성이 크다[34]. 

또한, 위험요인의 변화에 따라 기능 손상/증상 악화와 기능 회복/증상 완화가 발생하여 

피라미드의 단계가 상향 또는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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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근골격계질환의 피라미드 [34]

이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거나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부분이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적

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작업의 지속시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동력 공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 차가운 온도 등의 작업적 요인과 더불어 [그림 

2-7]과 같이 물리적 부하 등 작업장 요인이 작업관련 능력과 기술 등 개인적 요인과 

조화되지 않을 경우 높은 생체역학적 부하 발생 등 개인의 내적 한계를 초과하여 

조직 손상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35].
 

[그림 2-7] 단순화된 근골격계질환 발생 복합모델 [35]

그러나 모든 요인을 한번에 통제하고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요인들 

중에 물리적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작업자세 및 과도한 힘이며,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작업자세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리적 부하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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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골격계질환 관련 주요 질병

 2.2.1 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목(경부)은 [그림 2-8]과 같이 뼈 , 관절, 인 ,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37]. 목은 

머리뼈로부터 등뼈까지 인 와 근육을 통해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척수를 

보호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37]. 

[그림 2-8] 목뼈 및 목 근육의 구조 [37]

경추부 염좌(경부통)는 [그림 2-9]와 같이 경추를 지지해주는 주위의 근육이나 인  

등에 과긴장 등 과도한 외력이 작용하여 손상 및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로 오랫

동안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공부할 때 잘못된 자세를 취하여 생기며, 작업 시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오랜시간 일하는 등 계속적인 근육긴장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37]. 증상으로는 목 주변의 근육 압통 및 일시적으로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목의 

통증 등이 있다[37].

[그림 2-9] 경추부 염좌 [37]



- 13 -

경부 근막통증 증후군은 근육의 경직으로 근육 주변의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하게 됨에 따라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딱딱한 통증 유발점을 형성되는 질환으로 불

안전한 작업자세로 지속적인 반복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경추 주위의 

근육에 압통이나 동통이 발생하거나 뻣뻣한 느낌을 호소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37].

긴장성 목증후군은 목을 과도하게 나쁜 자세(고개를 돌린 상태, 고정된 작업자세 

또는 숙이거나 젖힌 상태 등)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경우에 자주 발생하게 되며 목

이 뻐근하거나 두통 및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3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그림 2-10]과 같이 뼈와 뼈사이에 쿠션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기 위치를 탈출하여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에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하며 목의 척추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팔저림이 심하고, 

척수가 심하게 눌리면 마치 중풍의 증상처럼 아주 서서히 사지마비의 증상이 나타

날 수 있다[38]. 작업 시 목을 장시간 숙이는 자세 등 불편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면 

추간판 탈출증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목디스크가 허리디스크보다 잦은 이유는 

목디스크가 허리디스크처럼 크지도 않고 주변 근육 및 인 가 강하지도 못한데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상 적으로 넓어 잘못된 자세나 사소한 외력에도 목디스크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전달되어 디스크가 밀려 나올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38].

[그림 2-10] 정상적인 목(좌)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우) [38]

경추자세(거북목) 증후군은 컴퓨터 사용자가 모니터 등을 보기 위해 머리를 내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동안 유지할 경우 척추의 변형이 발생하여 생기게 되며 

상부 경추 신전근과 승모근 주위 등에 통증이 유발되고 이러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증상은 더욱 악화되며 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37].

목 협착증은 척추관이나 추간공이 좁아져 그 곳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될 

경우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감각의 이상 또는 근력의 약화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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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어깨관절은 [그림 2-11]와 같이 상완골, 견갑골(관절와) 및 쇄골(견봉)의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활동 범위가 다양한 관절로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다[37]. 어깨관절의 안정성을 최 한 유지하기 위해 어깨관절 주위에는 수많은 

근육들이 함께 지탱하고 있고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어깨에 있는 근육 중 어느 한 

근육이 안 좋아지면 어깨의 움직임에 협응능력이 떨어지고 본래의 움직임에 한 연속성이 

방해받게 된다[37].

[그림 2-11] 어깨 관절 및 주변 근육 [37]

근막통증후군은 [그림 2-12]과 같이 근막(근육의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짧아지고 뭉쳐지면 통증이 생기고 이 통증이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되면 근육에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게 되며 흔히‘담에 걸렸다’또는‘목이 뻐근하고 

뒤통수가 당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38]. 근막통증후군은 근육 경직이 주변 

혈류 공급을 떨어뜨리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딱딱한 통증 유발점을 

형성하는 질환이며 불안전한 작업자세와 작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작업  및 

장소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37]. 증상으로는 어깨 위쪽의 

승모근 또는 어깨 뒤쪽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압박점이 발생하게 되어 통증을 호소

하게 된다[37].

[그림 2-12] 근막통증 증후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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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겹갑하근) 및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팔(어깨)를 회전시키고, 다른 어깨관절의 근육, 힘줄, 

인 들과 함께 관절 주위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38]. 회전근개 건염[그림 

2-13]은 어깨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손상과 파열을 모두 포함한 질환이며 회전근개 

손상 및 파열은 팔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부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

충돌증후군은 팔을 들어 올려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별다른 통증이 없다가 완전히 

올라간 듯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38]. 회전근개건염은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및 어깨 

보다 높은 위치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자주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37].

     

[그림 2-13] 회전근개 건염(좌) 및 어깨충돌증후군(우) [37]

흉곽출구증후군은 [그림 2-14]와 같이 흉곽 상부구조물에 의해 상완신경총, 쇄골하 

정맥, 쇄골하 동맥 등이 압박되어 팔이 아프고 감각이 떨어지며 저리고, 팔과 손이 

붓고 피부색에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과 가슴 사이의 좁은 통로에 존재하는 

다수의 혈관 또는 신경에 압박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38]. 뭉친 근육이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팔과 손이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가슴쪽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팔 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며, 선천성이거나 외상이 아닌 

경우 부분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부분으로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38].

[그림 2-14] 흉곽 출구 증후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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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팔꿈치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팔꿈치관절은 [그림 2-15]과 같이 3개의 뼈(상완골, 척골, 요골)들이 서로 안정적

으로 접해져 있으며 양측으로 측부 인 들이 연결되어 있고 손목과 손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관절 위에서 시작되어 손으로 내려간다[38]. 팔꿈치관절은 위쪽의 상완골

(하단의 돌출된 부분을 외측상과 및 내측상과라 부름)과 아래쪽의 척골(새끼 손가락 쪽) 

및 요골(엄지 손가락 쪽)로 이루어지는 관절로 구부러지고 펴지는 운동 및 손목과 

함께 아래팔이 회전하는 운동으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난다[38]. 

[그림 2-15] 팔꿈치의 구조 [38]

외상과염(Tennis elbow)은 [그림 2-16]과 같이 팔꿈치 과사용 증후군의 일종으로 

팔꿈치 관절과 팔에 무리한 힘이 주어져 팔꿈치 관절(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며 테니스를 많이 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하여 테니스 엘보라고도 

불린다[38].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어진 뼈를 둘러싼 인 가 부분적으로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겨 발생하며 이것은 한 번의 충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충격이 반복

되면서 그 충격이 쌓여 서서히 통증이 생긴다[38]. 물건을 옮기거나 들어 올릴 때, 팔을 

뒤틀거나 짜기, 손의 미세한 조작 등으로 발생하게 되며 증상으로는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팔목을 펴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발생

하게 된다[37].

신근

힘줄(건)테니스 엘보
신근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통증 발생 부위

앞 팔 안쪽의 통증 부위

앞 팔 바깥쪽의 통증 부위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그림 2-16] 외상과염(Tennis elbow)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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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과염(Golfer’s elbow)은 [그림 2-17]과 같이 상완골의 하단 안쪽의 튀어나온 

뼈 부분에 발생하며 손목을 손바닥쪽으로 구부리거나 굴곡시키는 건에 생기는 염증으로, 

팔꿈치와 팔뚝 안쪽에 통증을 유발하고 팔꿈치관절과 팔에 무리한 힘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나타나고 골프 선수에게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골프 엘보라고도 불린다

[38]. 팔을 뒤틀거나 짜기, 손의 미세한 조작 등 팔꿈치에 반복적인 부하를 가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37].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앞 팔 안쪽의 통증 부위

앞 팔 바깥쪽의 통증 부위

[그림 2-17] 내상과염(Golfer’s elbow) [38]

정중신경 포착 신경병증은 [그림 2-18]과 같이 원회내근증후군과 전골간증후군이 

있다[38]. 원회내근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과 달리 손바닥의 감각 감소가 나타나며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 아래팔을 안으로 회전하는 동작, 손을 쥐는 운동에 저하가 

오며, 전골간증후군은 아래팔 위쪽이나 팔에 수 시간에서 수일 동안 지속되는 급성통증을 

일으켜 셔츠의 단추를 잠그거나 글씨 쓰기 등이 어려울 수 있다[38]. 주로 망치질, 

드라이버질, 생선손질, 라켓을 사용하는 스포츠 등 반복적인 팔굽히기 동작을 하는 

경우에 흔히 생긴다[38].

     

근육기능 장애

  

[그림 2-18] 정중신경 포착 신경병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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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손 및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손 및 손목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그림 2-19]과 같으며 손 및 손목의 근골격계질환

으로는 수근관증후군, 주부관증후군, 드퀘르벵 건초염, 방아쇠 수지, 결정종, 수완, 

관절부의 건초염, 건활막염 등이 있다[37].

[그림 2-19] 손 및 손목의 뼈, 근육, 인  [37]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그림 2-20]과 같이 손목부위에 뼈와 

인 들로 형성된 수근관이라는 조직 내 신경이 외부 요인에 의하여 기능적 이상을 

초래한 상태를 의미하고 엄지에서부터 약지에 이르는 4개의 손가락은 이 정중신경의 

제어하에 있다[38]. 그러므로 손가락의 건들이 붓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근관 내 

공간을 감소시키고 정중신경을 누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압력증가로 인해 정중신경 

자체가 상해를 입게 된다[38]. 반복적인 손동작, 부자연스러운 손 자세, 강한 힘을 

주어 잡는 동작, 손바닥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스트레스, 진동 등이 원인이 되며 엄지에서부터 

약지에 이르는 4개의 손가락의 무감각, 저림, 통증 그리고 손놀림의 부자연스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38].

[그림 2-20] 수근관 증후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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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 수지는 [그림 2-21]와 같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부분에 있는 활차(건이 

지나가는 터널)와 건(힘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손가락의 바닥부분에 

있는 활차가 건 주위에서 매우 두꺼워지거나 수축하여 건이 자유롭게 활차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된다[38]. 손잡이가 달린 기구나 운전  등을 장시간 손에 

쥐는 작업, 오랜 시간 동안 긴장 상태로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로 하는 작업 및 드릴

처럼 반복적으로 진동하는 기계를 만지는 작업과 같이 반복적으로 손바닥이 마찰될 

경우 발생하게 되며 방아쇠 소리와 유사한‘딸깍’거리는 마찰음이 들리기도 하고 

심해지면 손가락이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38]. 

활차

건(힘줄)

[그림 2-21] 방아쇠 수지 [38]

건초염은 [그림 2-22]과 같이 건(힘줄) 주변의 보호막(건초) 염증을 동반한 건염으로 

움직일 때마다 힘줄이 아프고 때때로 부어오르기도 하며 보통 장기간에 걸쳐 발생

하고 다수의 작은 파열에서 기인한다[38]. 컴퓨터 작업처럼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하거나 망치질 등 손을 쥐고 하는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며‘드퀘르벵 건초염’은 

손목건초염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다[38]. 

[그림 2-22] 건초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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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허리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척추는 [그림 2-23]와 같이 신체의 

중심축이 되는 뼈와 연골로 구성된 기둥으로 뼈(요추), 디스크(추간판), 근육, 인  

및 신경이 있으며, 척추뼈와 연골로 이루어진 척추원반(디스크 또는 추간판)을 구성

한다[38]. 

척추뼈

연골

[그림 2-23] 허리의 뼈 및 신경 [37]

요추부 염좌는 급성 염좌와 만성 염좌가 있다. 급성 염좌는 요추에 직접적인 

외상을 받거나 [그림 2-24]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부적절한 자세로 들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만성 염좌는 과도한 체중이나 부적절한 자세를 계속 취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요통, 무릎 윗부분까지의 하지 통증, 요추부 운동제한, 

요부 근육긴장 등이 있으며 급성기에 근육경직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및 

하지의 운동제한이 발생하며 만성기에는 급성기보다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나 불규칙

적이고 자주 재발되며 오래 지속되어 항상 요추부에 피로감을 느끼며 자세에 따라 

통증이 악화된다[37].

     

[그림 2-24] 요추부 염좌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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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그림 2-25]와 같이 추간판(디스크) 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추간판 내 수핵의 일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을 파열시키고 척추관 내로 

돌출되거나 탈출하여 신경이나 경막을 압박하고 그 압박 부위에 염증을 일으킨다[38]. 

증상으로는 [그림 2-26]과 같이 추간판 탈출이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다리가 저리거나 차고 감각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을 때 통증이 증가하며 다리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근육이 

위축되거나 소변이나 변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37].

[그림 2-25] 요추 추간판 탈출증 [38]

[그림 2-26]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증상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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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무릎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관절 연골은 [그림 2-27]과 같이 관절 내 골단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뼈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작용을 하고,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38]. 퇴골과 

그 앞에 있는 슬개골은 슬개 퇴관절을 이루고 있으며, 이 사이에도 연골이 존재한다[37]. 

[그림 2-27] 무릎의 구조 [37]

반월판 연골은 [그림 2-28]와 같이 무릎의 표면을 감싸고 있으며 무릎의 상하뼈를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월판 연골의 손상은 무릎의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무릎의 회전이나 큰 충격, 자주 구부리는 작업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경미한 증상으로는 통증과 종창이 관찰되고 심각한 증상은 경직이 관찰되기도 하고 

다리를 꼬는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37]. 

[그림 2-28] 반월판 연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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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발 및 발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

발 및 발목은 [그림 2-29]과 같이 발목 외측에는 3개의 인 가 있고 내측에는 4개의 

인 가 연결되어 신체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38].

[그림 2-29] 발 및 발목의 골격 및 인  [37]

발 및 발목의 건염은 [그림 2-30]과 같이 발이나 발목의 과다 사용이나 지속적인 

과부하에 의하여 건초 또는 건 주위의 조직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고 발목과 발의 

건염을 유발하며 장시간 걷는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 등에서 과부하를 유발하는 

작업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에 의해 발생한다[37]. 증상으로는 발꿈치에 

통증이 발생하고 발 및 발목의 수축과 이완 시 건 주위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37].

건염

[그림 2-30] 발목 건염 [37]

족저 근막염은 장시간 걷는 작업 또는 부적절한 자세에서 발목이나 발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작업 등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발이나 발목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상으로는 발뒤꿈치 주변에 통증이 발생한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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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골격계질환 발생 요인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는 작업적인 위험요인으로는 [표 2-2]과 같이 신체의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과도한 힘, 진동, 저온, 노출 시간 등이 있으며 각 신체부위별로 

특정 위험요인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관련성)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원인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보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39]. 

<표 2-2> 신체부위별 물리적 작업요인과 근골격계질환 인과관계 [39]

신체부위 위험요인
관련성 높음

(+++)

관련성 있음

(++)

관련성 부족

(+/0)

관련성 없음

(-)

목/어깨

반복 ++

힘 ++

자세 +++

진동 +

어깨

자세 ++

힘 +

반복 ++

진동 +

팔꿈치

반복 +/0

힘 ++

자세 +/0

복합 +++

손/손목

반복 ++
(수근관증후군)

힘 ++
(수근관증후군)

자세 ++
(수근관증후군)

복합 +++
(건염)

진동 +++
(수완진동증후군)

허리

들기/중량물 운반 +++

부자연스러운 자세 ++

과도한 육체작업 ++

전신 진동 +++

정적 자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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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반복성

목, 어깨, 팔, 팔꿈치, 손가락 등을 반복하는 작업[그림 2-31]과 같이 사이클 타임

(Cycle time)이 짧으면 분당 반복 회수가 증가하게 되고 반복이 증가할수록 근육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여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휴식시간이 부족하면 근육의 

피로도는 계속 증가하여 누적되고 건의 피로도가 같이 증가하게 된다[40]. 

목, 어깨, 팔, 팔꿈치, 손가락 등을 반복하는 작업

[그림 2-31] 반복작업(예) [41]

2.3.2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목, 허리, 손목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그림 2-32]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는 중립자세를 벗어나 중력에 반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몸통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 손과 손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의 동작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표적인 행동이다[40].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작업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머리 위 또는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목, 허리, 손목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그림 2-32]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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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과도한 힘

강한 힘으로 공구를 작동하거나 물건을 집는 작업 등 [그림 2-33]과 같이 허리 또는 

손 등에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은 근육, 건(힘줄), 인 , 연골 및 관절 등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40].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어깨 위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강한 힘으로 공구를 작동하거나 물건을 집는 작업

[그림 2-33] 과도한 힘(예) [41]

2.3.4 접촉 스트레스

[그림 2-34]와 같이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체의 모서리 등 접촉면적이 작은 부분에 

힘을 집중시켜 국소적인 압력을 가하는 경우,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경우, 도구의 

손잡이 일부분 또는 끝부분에 손의 일부분이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경우 등 신체의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혈류나 신경의 기능이 억제되어 압박점의 

신경, 혈관, 그리고 조직 등에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40].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여 망치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그림 2-34] 접촉 스트레스(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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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진동

진동이란 어떤 물체가 외부의 힘에 의하여 균형이 깨지면서 전후, 좌우 또는 상하로 

흔들리는 것을 말하며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기계, 운송장비 등에 의하여 기계적인 

진동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진동작업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그림 2-35]와 같이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엔진커터(engine cutter),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2조),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고 진동에 한 유해성을 주지하는 등 

진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동이 인체이 미치는 영향은 

혈액순환장애, 신경계장애, 근육 및 골격계장애 등이 있고, 국소진동공구를 자주 사용

하는 경우에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백지현상(White finger syndrome)은 상당수가 

손과 손가락이 마비(Numbness)되거나 욱신거림(Tingling)을 호소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충격(진동과 반복적인 타격)은 만성적인 장애(Chronic disorders)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을 레이노드 현상(Raynaud’s phenomenon)이라고 한다[42]. 이런 레이노드 현상 

또는 수완진동증후군(Hand-Arm Vibration, HAV)의 신경증상으로는 따끔거림, 저림, 

감각소실, 손놀림 저하 등이 있다. 이런 통증들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혈관 

이상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진동노출이 멈추더라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42].

착암기, 연삭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취급하는 작업

[그림 2-35] 진동(예) [41]

2.3.6 저온

저온은 작업 수행을 위한 힘을 증가시키고 손에 한 혈액공급을 감소시켜 촉각이 

둔해지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고 조직의 회복능력을 둔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혈류의 감소는 조직에 산소 및 에너지 공급과 노폐물의 제거를 둔화시켜 통증과 상해를 

유발하게 된다[40]. 



- 28 -

2.3.7 노출 시간

작업의 지속시간은 결국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작업의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휴식)이 더 길어지게 된다. 또한, 장시간 휴식 

없는 연속 작업이나 충분하지 않은 휴식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게 

하여 미세한 손상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휴식을 부여

할 때는 장시간 긴 휴식보다는 짧고 자주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피로 

해소에 좋다[40].

2.3.8 기타 유해·위험요인

작업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유해·

위험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요인, 사회심리적인 요인, 과거 사고병력 등이 있다[40].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작업경력, 작업습관, 운동 및 취미생활 등이 있으며,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직업 만족도, 근무조건 만족도, 상사 및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업무적 스트레스, 기타 정신·심리상태 등이 있고, 과거 사고병력은 과거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질병 또는 사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다[40].

특히, 근육에 붙어 근력 등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골격근량(skeletal muscle mass)의 

경우 여성(평균 21.2g)이 남성(평균 32.2g)보다 작아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여성이 더 취약한 편이다[43]. 또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근로자는 정상 근로자에 비하여 

약 14% 정도 등배근력이 약해져 허리의 힘을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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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2.4.1 국내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1996년부터 2020년까지 25년동안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그림 2-36]과 같이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또한 감소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 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자 

수의 비율)과 근골격계질환 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자 

수의 비율)은 반 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5]. 재해율을 

계산하는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이며, 업무상질병 재해자는 직업병과 작업관련성질병을 합한 

재해자 수이다. 작업관련성질병은 업무상질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질병의 60%-80% 정도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업무상질병은 작업

관련성질병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어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재해자수 및 업무상질병자 수를 감소

시킬 수 없게 된다.

[그림 2-36] 국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신체부담작업과 요통을 통계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에 근골격계질환자가 공식적으로 506명 발생한 이후 약 25년이 지난 2020년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9,601명으로 9,095명(1,797%)이 증가하였으며, 신체부담작업과 

요통을 업무상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1998년 123명보다는 9,478명(7,706%)이 증가

하였다[46]. 이는 사망자가 1998명 2,212명에서 2020년 2,062명으로 150명(6.8%) 감소

한 것에 비하면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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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46]. 1999년 산업재해통계부터는 업무상질병을 직업병(진폐, 난청, 

유기용제 중독 등과 같이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과 작업

관련성 질병(업무적인 요인과 개인질병 및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기 시작하였으며 작업관련성 질병은 신체부담

작업과 요통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경견완장해(목, 

어깨, 팔 부위에서 후두부와 손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저리고, 아프고, 마비되는 증상) 등 

작업관련성 질병에 한 산재보상 인정범위가 확  되고 IMF 경제위기 등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감소하여 업무상질병 및 작업관련성 질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47]. 2000년, 2001년 및 2002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입력 자료 중‘기타’,‘분류불능’,‘과다동작’등으로 분류된 재해를 재해발생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통계를 재분류하고 발생형태와 상병종류가 불일치하는 재해를 

재확인하여 통계를 재분류하는 등으로 2000년 이전의 산업재해통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업무상질병과 근골격계질환은 여전히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48]. 2006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성 요통을 업무상질병 및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근골격계질환자수는 다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49]. 그 이후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정책

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자는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 산업재해 추정의 

원칙(작업시간, 노출량 등에 한 인정기준 충족시 업무상질병 인정) 적용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예방 중심의 사업수행 등으로 업무상질병 및 근골격계

질환은 1996년 이후 최고의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그림 2-37]와 같이 1996년 2,670명에서 2020년 2,062명으로 608명(22.8%) 감소하고 

사망 만인율은 1996년 3.27‱에서 2020년 1.09‱로 약 2.18‱(66.7%) 감소한 반면 

근골격계질환자는 1996년 506명에서 2020년 9,601명으로 9,095명(약 1,797%)으로 급격

하게 증가하고 근골격계질환 만인율은 1996년 0.62‱에서 2020년 5.06‱로 약 4.44‱, 

(716%) 증가하였다[45].

[그림 2-37] 국내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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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을 현재의 산업재해 통계분류와 같이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요통, 

사고성요통, 수근관증후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9년까지(2020년 산업

재해분석 미발표)의 근골격계질환자의 발생유형을 보면 [그림 2-38]과 같이 사고성

요통(39.1%), 신체부담작업(36.9%), 비사고성요통(21.8%), 수근관증후군(2.2%)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성요통 다음으로 신체부담작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24년 내 근골격계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9년의 근골격계질환자의 발생유형을 

보면 [그림 3-3]과 같이 신체부담작업(52.8%), 사고성요통(25.0%), 비사고성요통(20.3%), 

수근관증후군(1.9%) 순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에는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요통관련 근골격계질환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8] 국내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형

 2.4.2 국외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을 보면 [그림 2-39], [그림 

2-40], [그림 2-41]과 같이 근골격계질환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국가별 산업재해를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 절 비교가 불가능하겠지만 근골

격계질환의 발생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은 과거에 비하여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 311,840명에서 2019년 

266,530명으로 45,310명(14.5%)가 감소하였다[50]. 2019년 근골격계질환 발생 신체

부위는 허리, 상지, 하지 순으로 각 각 45%, 31%, 17% 발생하여 허리와 상지부위에서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50]. 영국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을 보면 2019/2020년 업무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481,000건이 발생하여 근로자 

100,000명당 1,420명이 발생하였다[51]. 근골격계질환 발생 신체부위는 목 및 상지부위에서 

212,000건 발생하였으며 허리부위에서 176,000건 발생하였고 하지부위에서 93,000건이 

발생하였다[51]. 또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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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와 같은 반복작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을 외상성 관절/인 , 근육/

힘줄 손상, 근골격 및 결합조직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 호주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을 보면, 2018-2019년 근골격계질환은 62,925명이 발생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 

발생 신체부위는 상지, 허리와 하지 순으로 각 각 35%, 23%, 23% 발생하였고 어깨

부위는 10%까지 증가하였다[52]. 또한 관절/인  및 근육/힘줄 손상이 전체 근골격계

질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52]. 

   

[그림 2-39] 미국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2011-2019) 및 발생 유형(2019) [50]

   

[그림 2-40] 영국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2001-2020) 및 발생 유형(2019/2020) [51]

    

[그림 2-41] 호주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2000-2019) 및 발생 유형(2018-201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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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령

 2.5.1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1990년 최초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 

전부개정 이후 29년만인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상 확 , 유해·위험 화학

물질의 국가 직접관리, 법 조항 체계적 재배열 등을 위하여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재 총 12장의 17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은 총 11장의 

119조이고, 시행규칙은 총 11장 243조로 이루어져 있다[53]. 

근골격계질환과 관련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등을 포함)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에서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9조(보건조치)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건강장해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규정하고,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서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근골격계질환 포함)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정하는 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68조(벌칙)에서는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4조(과태료)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조치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2개로 구분하고 보건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15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에서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은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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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관련 조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르도록 규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된 표준(기술 

지침 또는 작업지침)을 정하여 지도 및 

권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18조

(보건관리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 (별표 5)

보건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제39조

(보건조치)

제1항5조에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조치한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

제168조

(벌칙)

제39조1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제174조

(과태료)

제40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인간공학기사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 

규정 (별표6)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 업종별･유해

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을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

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는 사업은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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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표 2-4]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고시는 근골

격계부담작업[54], 영상표시단말기[55],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56] 

등 3개가 있다. 

<표 2-4> 근골격계질환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행정규칙 번호 관련 조항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하여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호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영상표시단말기(VDT)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방법을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3년에 고용노동부고시 제2003-24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로 최초 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11가지 작업[54]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보건조치 내용 중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을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부터 제666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만 하며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및 간헐적인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은 제외된다[57].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의 보유여부 확인은 유해요인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담작업 체크리스트[그림 2-42]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그림 2-43]부터 [그림 2-53]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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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58]

[그림 2-43]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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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 [57]

[그림 2-45] 근골격계부담작업 제3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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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근골격계부담작업 제4호 [57]

[그림 2-47] 근골격계부담작업 제5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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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근골격계부담작업 제6호 [57]

[그림 2-49] 근골격계부담작업 제7호 [57]

[그림 2-50] 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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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근골격계부담작업 제9호 [57]

[그림 2-52]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0호 [57]

[그림 2-53]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1호 [57]

2017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1호까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라‘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서만 규정하고‘유해요인조사 방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KOSHA GUIDE로 제시되고 있었다. 2018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부터는 2017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가 변경(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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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

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와 함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추가하여 고시하고 있다. 유해요인조사 방법이 KOSHA 

GUIDE로 제시되어 부분의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가된 이유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에서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위험성

평가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시 유해요인조사가 형식적으로 조사되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고용부고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의 KOSHA GUIDE에서 모두‘유해요인조사 방법(양식)’에 하여 별도로 제시

하고 있으며 양식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법을 잘 모르는 유해요인

조사자는 어느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할 수가 있다. 물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하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비슷한 방법(양식)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통일된 방법(양식)을 사업주에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고용부 고시와 KOSHA GUIDE의 유해요인조사표의 차이를 살펴보면, KOSHA 

GUIDE에서는 고용부 고시와 달리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조건을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장 상황

조사에서는 작업량, 작업속도 등의 변화 여부뿐만 아니라 변화의 내용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장 상황을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작업조건 조사에서는 

고용부 고시에서 작업별로 작업부하와 작업빈도를 조사하도록 한 것과 달리 KOSHA 

GUIDE에서는 단위 작업별로 작업부하와 작업빈도를 조사하도록 하여 작업조건에 

한 조사를 명확하게 하였다. 고용부 고시와 KOSHA GUIDE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부 고시에는 없으나 KOSHA GUIDE에는 [그림 2-54]과 같이 작업분석·평가 

결과표에 작업분석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양식을 추가하여 분석시 사용한 작업분석·평가 도구 및 평가 결과를 일원화

하여 문서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방법을 일관성 있게 비교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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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작업분석･평가 결과표 (KOSHA GUIDE) [59]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호)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20년까지 7회 개정되었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고 있다. 영상표시단말기란 음극선관(Cathode, CRT)화면, 

액정 표시(Liquid Crystal Display, LCD)화면, 가스플라즈마(Gasplasma)화면 등의 영상

표시단말기를 말하며,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설계(CAD) 등을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영상 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견완

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 눈의 피로, 피부증상, 정신신경계 증상 등이 발생

하는 VDT증후군(영상표시단말기 작업으로 인한 관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부에서 

작업관리지침으로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 등 12개 조항으로 고시를 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2-5]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

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가 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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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 ,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 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 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 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44 -

 2.5.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정부에서는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1990.7.23.)하였다.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단순

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를 추가하여 개정(2002.12.30.)하면서 사업주가 이행

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조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조치기준(제142조 

내지 제148조)과 중량물의 제한 및 중량의 표시 등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제149조 내지 제152조)를 규정하였다. 2011년‘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2011.7.6.)하면서 [그림 2-55] 및 [표 2-6]과 같이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656조 내지 666조)으로 규정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60].

[그림 2-55]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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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관련 법령 관련 조항 내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

제656조

(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질환, 근골

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 정의를 

규정

제657조

(유해요인조사)

최초,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 의무와 

조건을 규정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을 규정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여야 할 작업환경 

개선을 규정

제 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징후가 발생시 

하여야 할 통지, 의학적조치, 작업환경개선 

등을 규정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과 근로자 표 요구 시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림

등을 규정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조건 및 방법을 규정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시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제664조

(작업조건)

인체의 부담을 주는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적정 배분을 

규정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시 안내표시하고 

취급곤란한 물품은 적절한 보조도구 

사용을 규정 

제666조

(작업자세 등)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신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하여 알려 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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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안전보건 기술지침(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에서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는 안전보건 기술지침(KOSHA GUIDE)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

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기술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1,306개의 기술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근골격계질환과 

관련이 있는 기술지침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H-9-2018), 사업장 근

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H-65-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H-66-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H-68-2012) 등 [표 2-7]과 같이 29개가 제정되어 있다[59].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H-9-2018, ’08.5월 제정, ’18.10월 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58조의 규정에 근거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목적, 

시기, 방법, 내용, 조사자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한 구체적인 

표준 실행지침이다.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H-65-2012, ’03.5월 제정, ’12.6월 

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규정에 근거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 이행에 한 표준 실행지침이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H-66-2012, ’05.12 제정, ’12.8. 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개선조치 이행에 한 표준 실행지침이다.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H-68-2012, ’07.11월 

제정, ’12.6월 개정)은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의 징후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경우 의학적 조치 

이행에 한 표준 실행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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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근골격계질환 관련 안전보건 기술지침(KOSHA GUIDE)

연번 분류기호 공포순 년도 명칭(내용)

1 G 8 2011 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2 G 30 2011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3 G 27 2012 청소작업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4 G 54 2012 모니터 작업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5 G 119 2015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6 H 23 2011 유통업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7 H 24 2011 차량정비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8 H 52 2011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9 H 10 2012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10 H 11 2012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11 H 65 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12 H 66 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13 H 68 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조치에 관한 지침

14 H 90 2012 형틀목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5 H 105 2012 은행출납사무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16 H 106 2012 골프경기보조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17 H 107 2012 호텔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18 H 108 201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19 H 174 2015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20 H 177 2015 국소진동공구 취급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21 H 9 201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22 H 196 2018 건설업 비계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23 H 202 2018 간호직종 종사자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평가방법에 한 기술지침

24 M 12 2012 용접세트의 선정에 관한 인간공학적 기술지침

25 M 35 2012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26 M 39 2012 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

27 M 45 2012 들기작업 및 인력운반 작업시 보조기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28 M 46 2012 들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29 M 68 2012 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리스크에 관한 기술지침



- 48 -

2.6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유해요인조사 중 작업조건조사에서 필요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인간공학적 작업

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OWAS, RULA, REBA, WAC, MAC, JSI 등 

다양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전신작업에 

한 작업부하를 평가할 때는 OWAS를 주로 사용하고, 컴퓨터작업 및 조립작업 등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 한 작업부하를 평가할 때는 RULA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호사 업무 등 움직임이 많고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서비스 업종에 

하여 작업부하를 평가할 때는 REBA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2.6.1 OWAS

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는 작업자세를 정의 및 평가하기 

위하여 비디오로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신체부위(허리, 상지, 하지, 무게)별로 

정의된 자세기준에 따라 자세를 기록하고 코드화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61]. 1970년  

핀란드의 철강회사인 Ovako사와 FIOH(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는 

근력을 발휘하기에 부적절한 자세를 구별해낼 목적으로 OWAS라는 작업자세 분류

방법을 공동 개발하여 제시하였다[58]. Karhe 등(1977)이 철강업에서 작업자들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표적인 작업자세 평가기법으로 

작업자세를 허리, 상지, 하지, 무게의 4항목으로 나누어 이것을 코드화하여 숫자형식의 

자세코드로 작업부하를 기록하게 된다[58]. 

OWAS는 평가자가 평가 상자의 작업자세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관찰된 자세를 

숫자형식의 자세코드로 부하를 기록하고 기록된 자세코드를 조합하여 전체적인 작업

부하 정도(Action Category, AC)를 4수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OWAS는 평가자가 특별한 기구없이 관찰만으로 작업자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관찰적 작업자세 평가기법이라 하며, 이는 특별한 기구를 이용한 분석방법에 비해 

현장에서의 적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OWAS는 배우기 쉽고, 현장에서 적용

하기 쉬운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작업자세를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분석 결과도 작업자세 특성에 한 정성적인 분석만 

가능하다. 작업자세를 분류하면 84가지의 형태가 되며 여기에 하중/힘 조건 3가지를 

고려하면 모두 252개의 조합이 나온다[58]. 

Karhe 등(1977)이 제시한 OWAS 평가방법은 [그림 2-56]과 같이 허리 등의 신체부위별 

부하등급을 평가할 때 별도의 각도 구분없이 신체가 취하는 자세만을 기준으로 

부하등급을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림 2-57]과 같이 

사업장에 OWAS 양식을 제공할 때 허리에 한 각도 기준(20도)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어 현재는 부분의 사업장에서 OWAS를 평가할 때 허리에 해서는 각도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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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OWAS 작업자세 분류체계 (Karhe 등) [61]

[그림 2-57] OWAS 작업자세 분류체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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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는 평가 상자의 신체부위를 [그림 2-58]와 같이 허리, 팔(상지), 다리(하지), 

하중(힘)으로 4등분하여 작업부하를 평가하게 된다. 총괄점수(Grand Score)는 [그림 

2-59]과 같이 허리(몸통)/팔(상지)와 다리(하지)/하중(무게)의 조합으로 이뤄진 점수표

(Score Table)을 이용하여 구하고 [그림 2-60]을 기준으로 조치 수준(AC)을 결정한다. 

[그림 2-58] OWAS 신체부위별 작업자세 및 자세코드 [58]

[그림 2-59] OWAS 총괄점수(Grand Score) [58]

[그림 2-60] OWAS 조치수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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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RULA (Rapid Upper Limb Assessment)

RULA(Rapid Upper Limbs Assessment)는 1993년 노팅햄 학(Univ. of Nottingham)의 

McAtamney & Corlett에 의해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한 개인 

작업자의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63]. 개발과정에서 의류산업체의 

재단, 재봉, 검사, 포장 작업 그리고 VDU(Visual Display Unit) 작업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조업의 작업형태를 분석연구의 상으로 하였다[64]. RULA는 윗팔, 아래

팔, 손목, 손목 비틀림 등 상지(Upper Limb)를 중심으로 작업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평가도구로 EU의 VDU작업장에서의 최소한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요구

기준과 영국의 직업성 상지질환 예방지침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RULA는 나쁜 

작업자세로 인한 상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작업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근육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 작업자세나 정적 또는 반복적인 작업 여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등 작업으로 인한 근육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63][64]. RULA의 장점은 

우선 다른 특별한 장비가 필요없이 단지 펜과 종이만 가지고도 쉽게 작업부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제한된 작업공간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평가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평가자가 될 수 있다[58]. 단점은 VDT

작업, 작업  위에 손을 올려 놓은 상태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립작업 및 검사

작업 등 상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하여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리를 

자주 사용하거나 전신을 사용하는 작업을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잦은 이동이 필요하거나 주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을 하는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등은 RULA로 작업부하를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RULA에서는 단위 

시간당 동작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근력이 필요한 정적인 작업이 많아질수록 작업부

하가 증가하고, 더욱 큰 힘이 요구되거나 나쁜 작업자세가 많아질 경우에도 작업부

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64]. RULA는 장비 또는 기구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작업 자세(work postures determined by the equipment and furniture), 정적인 

근육작업(static muscle work), 반복(numbers of movements), 힘(force), 연속 작업시간

(time worked without a break)을 주요 평가요인으로 하고 있다[58]. 

RULA는 [그림 2-61]와 같이 평가 상자의 신체를 크게 상지와 목·몸통·다리로 

나누어 2개의 그룹(그룹 A 및 그룹 B)으로 분리 평가하여 중간점수(Score A 및 

Score B)를 구하고, 각 중간점수에 근육부하와 힘부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Score C 

및 Score D)를 구하게 된다. 종합점수 C와 D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1점부터 7점까지의 

총괄 점수(Grand Score)를 구하게 되며 이 총괄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 상자에 한 

최종 작업부하 조치수준(Action Category)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1수준부터 즉각 

개선이 필요한 4수준까지 4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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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RULA 평가 절차 [58]

평가 1단계는 상지의 부하를 측정하는 단계로 상완은 [그림 2-62]과 [표 2-8]을 

이용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하고, 전완은 [그림 2-63]과 [표 2-9]을 이용

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한다. 손목은 [그림 2-64]과 [표 2-10]을 이용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하고, 손목 비틀림은 [표 2-11]를 이용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각 신체부위별 부하점수를 이용하여 중간

점수인 SCORE A를 [그림 2-65]를 이용하여 구한다. 부하 점수가 낮을수록 자세의 

부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세의 부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점수의 경우는 해당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점수를 추가하거나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62] RULA 상완(윗팔) 자세평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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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RULA 상완(윗팔) 자세 평가

신체 부위 부하 점수 작업자세 설명

상완(윗팔)

부하점수

1
상완(윗팔)이 몸통 전후 20o 이내에 있을 경우

 ※ 20o 미만 신전 - 20o 미만 굴곡

2
상완(윗팔)이 뒤쪽으로 20o 이상 또는 앞쪽으로 20o - 45o에 있을 경우

 ※ 20o 이상 신전 또는 20o 이상 - 45o 미만 굴곡

3
상완(윗팔)이 앞쪽으로 45o - 90o에 있을 경우

 ※ 45o 이상 - 90o 미만 굴곡

4
상완(윗팔)이 앞쪽으로 90o 이상에 있을 경우

 ※ 90o 이상 굴곡

+1

(추가 점수)
어깨가 들려 있거나 상완이 벌어진(외전) 경우

-1

(추가 점수
팔이 지탱되거나 몸을 기댄 경우

60o ~ 100o 0o ~ 60o 100o 이상

추가점수

[그림 2-63] RULA 전완(아랫팔) 자세평가 [58]

<표 2-9> RULA 전완(아랫팔) 자세 평가

신체 부위 부하 점수 작업자세 설명

전완(아랫팔)

부하점수

1
전완(아랫팔)이 앞쪽으로 60o - 100o 이내에 있을 경우 

 ※ 60o 이상 - 100o 미만 굴곡

2
전완(아랫팔)이 앞쪽으로 0o - 60o 또는 100o 이상에 있을 경우

 ※ 0o 이상 - 60o 미만 굴곡 또는 100o 이상 굴곡

+1

(추가 점수)
전완이 몸통 중심선에서 교차되거나 옆으로 벌어져 작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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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RULA 손목 자세평가 [58]

<표 2-10> RULA 손목 자세 평가

신체 부위 부하 점수 작업자세 설명

손목

부하점수

1
손목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을 경우

 ※ 중립 자세

2
손목이 위로 0o - 15o 올라가 있거나 아래로 0o - 15o 내려가 있을 경우

 ※ 0o 초과 - 15o 미만 신전 또는 0o 초과 - 15o 미만 굴곡

3
손목이 위로 15o 이상 올라가 있거나 아래로 15o 이상 내려가 있을 경우

 ※ 15o 이상 신전 또는 15o 이상 굴곡

+1

(추가 점수)

손목이 손목 중심에서 옆으로 굽혀져 있을 경우

 ※ 요골 편향(radial deviation) 및 척골 편향(ulnar deviation)

<표 2-11> RULA 손목비틀림 자세 평가

신체 부위 부하 점수 작업자세 설명

손목비틀림

부하점수

1 손목이 주로 중간정도(50% 미만) 비틀려 있을 경우

2 손목이 비틀림 범위의 끝부분 근처까지(50% 이상) 비틀려 있을 경우

[그림 2-65] RULA 중간점수(SCORE A)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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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2단계는 목·몸통·다리의 부하를 측정하는 단계로 목은 [그림 2-66]과 [표 2-12]을 

이용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하고, 몸통은 [그림 2-67]과 [표 2-13]을 

이용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한다. 다리는 [표 2-14]를 이용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각 신체부위별 부하점수를 이용하여 

중간점수인 SCORE B를 [그림 2-68]를 이용하여 구한다. 

[그림 2-66] RULA 목 자세평가 [58]

<표 2-12> RULA 목 자세 평가

신체 부위 부하 점수 작업자세 설명

목

부하점수

1
목이 앞쪽으로 0o - 10o 굽혀 있을 경우 

 ※ 0o 이상 - 10o 미만 굴곡

2
목이 앞쪽으로 10o - 20o 굽혀 있을 경우

 ※ 10o 이상 - 20o 미만 굴곡

3
목이 앞쪽으로 20o 이상 굽혀 있을 경우

 ※ 20o 이상 굴곡

4
목이 뒤쪽으로 젖혀 있을 경우

 ※ 0o 초과 신전

+1

(추가 점수)
목이 회전되어 돌아가 있거나 옆으로 굽혀 있을 경우

[그림 2-67] RULA 몸통 자세평가 [58]



- 56 -

<표 2-13> RULA 몸통 자세 평가

신체 부위 부하 점수 작업자세 설명

몸통

부하점수

1
앉아 있거나 몸통이 잘 지지될 때

 ※ 기댄 상태로 0o 초과 - 10o 미만 신전

2
몸통이 앞쪽으로 0o - 20o 굽혀 있을 경우

 ※ 0o 초과 - 20o 미만 굴곡

3
몸통이 앞쪽으로 20o - 60o 굽혀 있을 경우

 ※ 20o 이상 - 60o 미만 굴곡

4
몸통이 앞쪽으로 60o 이상 굽혀 있을 경우

 ※ 60o 이상 굴곡

+1

(추가 점수)
몸통이 회전되어 돌아가 있거나 옆으로 굽혀 있을 경우

<표 2-14> RULA 다리 자세 평가

신체 부위 부하 점수 작업자세 설명

다리

부하점수

1
두 다리가 지면에 닿은 상태이며 신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상태

2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림 2-68] RULA 중간점수(SCORE B) [58]

평가 3단계는 [그림 2-69]과 같이 1단계에서 구한 중간점수 SCORE A 점수와 2단계

에서 구한 중간점수 SCORE B 점수에 [그림 2-70]의 근육부하 점수와 힘부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SCORE C와 SCORE D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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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RULA 종합점수(SCORE C & SCORE D) [58]

[그림 2-70] RULA 근육과 힘 평가 [58]

평가 4단계는 3단계에서 구한 종합점수 SCORE C 점수와 SCORE D 점수를 이용

하여 [그림 2-71]와 같이 총괄 점수(Grand Score)를 구하고 총괄점수를 이용하여 

[그림 2-72]와 같이 평가 상자에 한 최종 작업부하 조치수준(Action Level)을 결정

하게 된다. 

[그림 2-71] RULA 총괄점수(Grand Score) [58]

[그림 2-72] RULA 조치수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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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

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는 Sue Hignett & Lynn McAtamney이 2000년 

RULA를 수정하여 개발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에 한 개인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65]. 특히 정적 작업을 

중심으로한 RULA와 비교하여 간호사 등과 같이 예측이 힘든 다양한 자세에서 이루어

지는 서비스업에서의 동적작업에 한 부담정도와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64]. 

REBA는 다양한 직무에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을 잘 반영하는 자세분석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임의 기준면(movement 

planes)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코드화될 수 있도록 신체를 부분적으로 나누었다. 

정적이고 다양하며 빠른 변화 또는 불안정한 자세에 의해 유발되는 근육활동을 점수화 

하였으며 손으로 잡고 있지 않더라도 무게를 취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잡이

(Coupling)를 반영하였다. 작업개선의 긴급성 지표를 작업부하 수준(Action Level)으로 

부여하였으며 최소한의 장비(펜과 종이)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65]. 

REBA는 크게 각 신체부위별 작업자세를 나타내는 그림과 4개의 배점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상이 되는 주요 작업요소로는 반복성, 정적작업, 힘, 작업자세, 연속

작업시간 등이 있다. 평가방법은 [그림 2-73]과 같이 크게 신체부위별로 A와 B 그룹

으로 나누어지면 A, B의 각 그룹별로 작업자세 및 근육과 힘에 한 평가가 이루어

진다. 평가 결과는 1에서 15점 사이의 총점으로 나타내어지면 점수에 따라 5개의 

조치단계(Action Level)로 분류되어 진다[64].

REBA의 평가방법은 평가자가 근로자의 작업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관찰을 한 

후에 작업 중 작업부하가 가장 높은 자세 또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세를 

선택하여 평가를 하면 된다. 평가시에는 근로자의 오른쪽 또는 왼쪽 자세 중 한쪽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반 쪽을 평가하면 된다. REBA의 평가 절차는 평가 상자의 

신체를 크게 목·몸통·다리와 윗팔·아랫팔·손목으로 나누어 2개의 그룹(그룹 A 

및 그룹 B)으로 분리 평가하여 중간점수(Score A 및 Score B)를 구하고, Score A에는 

들기/힘의 부하를 합산하고 Score B에는 손잡이 부하를 합산하여 중간점수(Score C 

및 Score D)를 구하게 된다. 중간점수(Score C와 Score D)를 조합하여 구한 종합점수

(Score E)에 활동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1점부터 12점까지의 총괄 점수(Grand 

Score)를 구하게 되며 이 총괄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 상자에 한 최종 작업부하 

수준(Action Level)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0수준부터 즉각 개선이 필요한 4수준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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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REBA 평가 절차 [58]

평가 1단계는 몸통·목·다리의 부하를 측정하는 단계로 몸통, 목, 다리는 [그림 

2-74]을 이용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하고 [그림 2-75]을 이용하여 중간

점수인 SCORE A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중간점수인 SCORE A에 [그림 2-76]와 같이 

들기/힘 부가점수를 합산하여 [그림 2-77]과 같이 중간점수인 SCORE C를 구한다. 부하 

점수가 낮을수록 자세의 부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세의 

부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점수의 경우는 해당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점수를 추가하거나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74] REBA 몸통･목･다리 자세평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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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REBA 중간점수(SCORE A) [58]

[그림 2-76] REBA 들기/힘 부가점수 [58]

[그림 2-77] REBA 중간점수(SCORE C) [58]

평가 2단계는 윗팔·아랫팔·손목의 부하를 측정하는 단계로 윗팔, 아랫팔, 손목는 

[그림 2-78]을 이용하여 자세를 평가하여 부하점수를 구하고 [그림 2-79]을 이용하여 

중간점수인 SCORE B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중간점수인 SCORE B에 [그림 2-80]와 

같이 손잡이 부가점수를 합산하여 [그림 2-81]과 같이 중간점수인 SCORE D를 구한다.

[그림 2-78] REBA 윗팔･아랫팔･손목 자세평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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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REBA 중간점수(SCORE B) [58]

[그림 2-80] REBA 손잡이 부가점수 [58]

[그림 2-81] REBA 중간점수(SCORE D) [58]

평가 3단계는 1단계에서 구한 중간점수 SCORE C 점수와 2단계에서 구한 중간점수 

SCORE D 점수를 활용하여 [그림 2-82]와 같이 종합점수 SCORE E 점수를 구하고, 

SCORE E 점수에 [그림 2-83]과 같이 활동점수(Activity score)를 합산하여 [그림 2-84]와 

같이 총괄 점수(Grand Score)를 구하여 [그림 2-85]와 같이 작업부하 수준(Action 

Level)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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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 REBA 종합점수(SCORE E) [58]

[그림 2-83] REBA 활동점수 [58]

[그림 2-84] REBA 총괄점수(Grand Score) [58]

[그림 2-85] REBA 조치수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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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PATH(Position, Activity, Tools and Handling)

PATH(Position, Activity, Tools and Handling)은 1996년 Buchholz 등에 의하여 근골격

계질환의 높은 유병율과 발병율을 가지고 있는 건설현장을 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제조업과 달리 광업 및 농업과 같이 비반복적이거나 불규칙적인 작업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을 평가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66]. PATH방법은 워크샘플링 방법을 기본적

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세코드는 작업자세를 기록하는데 장점이 있는 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나 작업자세와 작업자의 

행동 등에 체계적인 연결이 부족하여 작업자세(Position) 뿐만 아니라 작업자 활동

(Worker Activity), 도구 사용(Tool Use), 취급 하중(Handled Loads) 및 잡는 유형

(Grasp Type)을 설명하는 코드를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그 이후 PATH를 사용하여 

건설업 뿐만 아니라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해서도 PATH 방법을 적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67]. 몸통 

자세코드는 [그림 2-86]와 같이 약간의 굴곡보다 심한 굴곡에서 더 높은 요통의 위험이 

있다는 Punnett et al(1991)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OWAS의 몸통 굴곡 자세코드를 

2가지(Moderate Forward Flexion, Severe Forward Flexion) 로 재분류하였다. 목 자세

코드는 OWAS의 자세 분류코드에는 없으나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목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하였으나 유효성과 타당성이 

상 적으로 낮아 [그림 2-87]과 같이 2가지(neutral, non-neutral)로만 분류하였다. 하지의 

자세코드는 OWAS의 자세 분류코드에는 7가지만 존재하고 있으나 PATH의 하지 

자세코드에는 [그림 2-88]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코드 3가지

(Sitting on the floor, crawling, legs not fully supporting the body)를 추가하였다. 무릎의 

굽힘여부는 35도와 90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다리의 무게중심은 한다리 들기 등 

다리가 지면에 닿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상지의 자세코드는 [그림 2-89]와 같이 

OWAS와 동일한 자세코드를 그 로 사용하였다. PATH는 특정 작업 중 작업자가 각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의 평균 비율로 작업자의 노출을 추정하며 해당 작업에 

하여 사전 및 사후 평가를 모두 수행하여 인간공학적 위험을 줄이도록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림 2-86] PATH 몸통 자세평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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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7] PATH 목 자세평가 [66]

[그림 2-88] PATH 하지 자세평가 [66]

[그림 2-89] PATH 상지 자세평가 [66]



- 65 -

3. 인간공학적 작업부하에 한 평가자의 역량분석

  

3.1 연구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을 

예측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유해

요인조사 평가자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골격계질환은 근로자의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똑같은 작업 상황과 조건이라도 근로자의 신체조건 

등에 의하여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57조에서는 유해요인조사 시 해당 작업 

근로자 또는 근로자 표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유해요인

조사표[54]와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표[59] 

중 작업조건에는 근로자 면담을 통하여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도 근로자가 자가 설문의 형식으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의견이 유해요인조사에 상당한 

부분 다양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유해요인조사 평가자는 근로자 의견 조율뿐만 아니라 

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등 인간공학 

전문가로서의 전문역량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며, 그 이유로는 유해요인조사 

절차가 복잡하여 정확한 조사방법을 모르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

났다[12]. 보건관리자 일부(약 25%)만 안전보건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13], 

중소기업의 41.8%가 별도의 안전보건만 전담하는 책임자 없는[14] 등 사업장의 안전

보건 전문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58.7%)하고 있으며[15], 유해요인조사제도에서 인간공학적 작업

부하 평가기법에 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처럼 유해요인조사 

평가자의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이 무엇보다도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 평가 및 예방에 

절 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보건관리자 등이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이 

부족하여 2017년 정부에서는 유해요인조사 평가자의 역량부족에 기인한 부실한 

유해요인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시켰다. 이로 인하여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보유한 보건관리자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였으나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평가자에 한 자격 기준이나 조건이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가 지정하면 누구나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는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이 

없는 사람이 단시간 교육을 받고 실시함에 따라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작업환경 개선도 미실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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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같이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도 인간공학적 전문역량

(인간공학기사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 개정이 필요

하다. 그전까지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간공학 비전문가라도 유해

요인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자의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세부 항목을 분석하고 인간공학 

비전문가에게 해당 오류항목을 집중적으로 교육 및 훈련하여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8]. 

3.2 실험 참여자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에서 인간공학 비전문가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주요 세부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업자의 표 작업자세(사진)를 

제시하고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적인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인 

OWAS, RULA, REBA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험 상으로 인간공학 전문가는 

6명(인간공학을 전공한 학교수 2명, 인간공학기술사 2명, 유해요인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 2명)이 참여하였으며 비전문가는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

하고 실무를 담당할 예정인 163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인간공학 비전문가의 나이는 [그림 3-1]과 같이 25세 이하 18명

(11.0%), 26세-35세 65명(39.9%), 31세-35세 52명(31.9%), 36세-40세 23명(14.1%), 41세 

이상 5명(3.1%)이었다. 

[그림 3-1] 인간공학 비전문가 연령

인간공학 관련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림 3-2]와 같이 57명(35.0%)이며 

교육이수 경험이 없는 사람이 106명(65.0%)로 인간공학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인간공학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57명은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 19명(33.3%)이고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8명(49.1%)으로 부분

(82.4%)이 교육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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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인간공학 관련 교육이수 경험 및 기간(비전문가)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림 3-3]과 같이 54명(33.1%)이며 

교육이수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9명(66.9%)로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54명은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이 28명(51.9%)이고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7명(31.5%)으로 

부분(83.4%)이 교육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이수 경험 및 기간(비전문가)

유해요인조사 관련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림 3-4]와 같이 44명(27.0%)이며 

교육이수 경험이 없는 사람은 119명(73.0%)로 유해요인조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유해요인조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44명은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 31명(70.5%)이고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9명(20.5%)으로 

부분(91.0%)이 교육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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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유해요인조사 관련 교육이수 경험 및 기간(비전문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간공학적 정량평가 도구로 제시하고 있는 표적인 평가

도구인 OWAS, RULA, REBA에 한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림 3-5]와 같이 

46명(28.2%)이며 교육이수 경험이 없는 사람은 117명(71.8%)로 인간공학적 정량평가 

도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인간공학적 정량평가 도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46명은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이 32명(69.6%)이고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1명(23.9%)으로 부분(93.5%)이 교육 기간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인간공학 정량평가 도구 교육이수 경험 및 기간(비전문가)

3.3 실험 설계

비전문가가 평가 방법 또는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적인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도구인 OWAS, RULA, REBA에 하여 

1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3시간씩 총 2회 평가방법에 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총 교육 시간은 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교육자료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KOSHA GUIDE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도구인 OWAS, RULA, REBA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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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평가해야 할 작업 자세[그림 3-6]는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을 위하여 취하는 행동(자세) 중에 평가가 수월하고 신체부위(상지, 하지, 허리, 

다리, 손과 손목 등)가 많이 사용되며 굽힘 및 비틀림과 같은 추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작업자세를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할 표 작업(작업 자세)으로 선정하였다. 

평가자의 착오에 의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상자에게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전정보(평가 사진, 작업 개요, 평가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평가자가 

평가 전 작업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등에 한 

작업개요와 사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작업 조건(작업 시 취급 무게, 반복 여부, 정적 

자세 및 갑작스러운 힘의 사용 여부)은 추가 정보로 평가 사진과 함께 제공하였다. 

[그림 3-6] 평가 상 작업(작업자세)

인간공학 전문가의 평가 결과는 각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평가와 동일한 사진, 양식 

및 방법으로 각자 개별 평가를 진행한 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일치하도록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였다.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총 2회 교육 

완료 후에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완료 후에 인간공학 전문가의 일치된 평가 결과와 

비교평가 하여 피드백을 실시하고 비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하여 사후면담을 실시

하였다.

3.4 통계 분석

SPSS PASW STATISTICS(v18.0, IBM, USA)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1을 적용하여 one-sample t test를 실시하여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각 평가방법(OWAS, 

RULA, REBA)별로 어느 평가항목에서 전문가와 비교하여 비전문가가 평가 오류를 

발생시키는지 기술적 통계 분석인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평가 결과 차이(오차)로 평가의 정확도를 측정하였고, 실험참여자 간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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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과 분석

 3.5.1 OWAS 평가 결과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OWAS의 조치수준(AC) 차이는 [그림 3-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163) = -10.95, p < 0.01). 전문가의 OWAS 

평균 조치수준은 즉시 개선이 필요한 4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비전문가의 평균 

조치수준은 3.4등급(SD=0.8)으로 평가되어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가의 조치수준은 2등급, 3등급, 4등급이 17.2%, 30.7%, 그리고 52.1%로 

나타났다.

[그림 3-7]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OWAS 평가결과

OWAS의 세부 항목별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몸통과 

하지 평가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 전문가의 몸통과 

하지의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4점과 5점으로 나타났으나, 비전문가의 평균 자세

점수는 3.3점(SD = 0.5)과 4.3점(SD = 0.5)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상지와 

무게의 평가항목 자세 점수에 한 전문가(상지 = 1점, 무게 = 2점)와 비전문가(상지 = 

1.03점, 무게 = 2.01점)의 평가는 유의하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5.2 RULA 평가 결과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RULA 조치수준(AC) 차이는 [그림 3-8]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의 RULA 평균 조치수준과 비전문가의 평균 

조치수준은 모두 즉시 개선이 필요한 4등급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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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RULA 평가결과

RULA의 세부 항목별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신체 

부위(상완, 전완, 손목, 손목 비틀림, 목, 몸통, 다리)와 Score 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공학 전문가의 상완, 전완, 목, 몸통, 다리, Score B에 한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4점, 3점, 5점, 5점, 2점, 8점으로 파악되었으나, 비전문가의 평균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3.3점(SD = 0.4), 2.3점(SD = 0.4), 3.4점(SD = 0.7), 4.5점(SD = 0.5), 

1.4점(SD = 0.3), 6.6점(SD = 0.6)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손목과 

손목 비틀림에 한 평균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모두 1점으로 파악되었으나, 

비전문가의 평균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1.8점(SD = 0.5)과 1.1점(SD = 0.1)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Score A에 한 전문가(Score A = 4점)와 비전문가(Score A = 4.04)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5.3 REBA 평가 결과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REBA 조치수준(AC) 차이는 [그림 3-9]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163) = -8.19, p < 0.01). 전문가의 REBA 평균 조치수준은 

즉시 개선이 필요한 4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비전문가의 평균 조치수준은 3.6등급

(SD = 0.6)으로 평가되어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가의 평균 조치수준은 2등급, 3등급, 4등급이 4.3%, 27.6%, 그리고 6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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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REBA 평가결과

REBA의 세부 항목별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신체 

부위(몸통, 목, 다리, 상완, 전완, 손목)와 그룹 평가(Score A, Score 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공학 전문가의 몸통, 목, 다리, Score A, 상완, 전완, 

Score B 에 한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5점, 3점, 3점, 9점, 4점, 2점, 5점으로 파악

되었으나, 비전문가의 평균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4.3점(SD = 0.4), 2.2점(SD = 0.4점), 2.8점

(SD = 0.4점), 7.2점(SD = 0.7), 3.1점(SD = 0.4), 1.5점(SD = 0.3점), 4점(SD = 0.9)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의 손목에 한 평균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1점으로 

나타났으나 비전문가의 평균 평가항목 자세 점수는 1.5점(SD = 0.3)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Score C에 한 전문가(Score C = 5점)와 비전문가(Score A =4.8)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6 결과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조치수준(AC)에 한 평가 차이는 OWAS와 REBA에서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ULA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도구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OWAS는 몸통과 하지의 평가항목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평가점수 차이가 조치수준(AC)의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REBA는 각 신체부위별 평가항목에서 추가 점수를 누락 또는 낮게 평가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조치수준(AC)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RULA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 비해 각 신체부위별 평가 항목에서 추가 점수를 누락 또는 낮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조치수준(AC)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RULA가 점수 별 민감도가 낮고 본 연구에 선정된 평가 상 

작업(자세)에 한 평가점수가 매우 높아(RULA의 최종 점수 최고점(7점) 획득) 일부 

평가항목의 추가 점수를 누락 또는 점수를 낮게 부여하더라도 조치수준(AC)이 여전히 

높게 평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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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 평가에서 비전문가는 몸통의 구부림과 비틀림을 평가할 때와 하지의 무릎 

굽힘과 부하 편중을 평가할 때 평가점수를 누락 또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통을 평가할 때는 비전문가의 1.8%가 시상면(sagittal plane)의 움직임(구부림)에 

한 평가를 누락하였고, 횡단면(transvers plane) 움직임(비틀림)에 한 평가는 

35.6%가 누락하였다. 또한, 하지를 평가할 때에는 시상면의 움직임(무릎 굽힘)에 한 

평가에서 비전문가의 16.6%가 전문가보다 평가점수를 낮게 평가하였고, 관상면

(coronal plane)의 움직임(부하 편중)에 한 평가에서는 비전문가가 36.2%가 평가

점수를 낮게 평가하였다. 평가점수 부여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와의 사후면담을 통해 

시상면과 횡단면의 움직임 평가 또는 시상면과 관상면의 움직임 평가처럼 동시에 2개 

이상의 자세를 평가해야 할 때 하나의 자세 평가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움직임의 

평가는 누락하거나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RULA와 REBA 평가에서 비전문가는 신체 부하를 평가할 때 추가 점수를 누락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ULA와 REBA는 신체 부하 평가 시 주로 시상면의 

움직임(굽힘 또는 폄)을 평가하게 되며, 추가 점수는 횡단면의 움직임(비틀림 또는 

회전) 및 관상면의 움직임(기울임)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점수 부여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와 사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사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추가점수는 횡단면과 

관상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해서 상 적으로 낮게 부여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부하 평가지에 추가 점수가 픽토그램(그림 설명) 없이 

하단에 글씨로 부가 설명되어 있어 작업부하 평가 또는 점수 부여 시 상 적으로 

해당 추가 점수의 평가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낮게 

평가(RULA 53.5%, REBA 54.8%)하였다.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평가 결과에서 평가점수를 동일하게 부여한 경우 

또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오히려 평가점수를 높게 부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추가적으로 제공한 작업 조건(작업시 취급 

무게, 반복 여부, 정적자세 및 갑작스러운 힘의 사용 여부)의 사전 정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의 평가점수보다 

비전문가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손과 손목과 같이 신체부위가 작고 사진으로 

각도의 변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신체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RULA의 경우 비전문가의 55.2%가 전문가보다 손목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으며, 

REBA의 경우는 39.9%의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손목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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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

  

4.1 연구 필요성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을 예측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으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요인조사의 

정성적인 평가를 보완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병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는 업종 또는 

작업 특성에 따라 평가도구를 선택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는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평가 방법(육안 관찰평가) 주관성으로 

인하여 평가 결과에 한 정확도 및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68].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의 평가기준 모호성은 유해요인조사 

평가항목 중 작업조건 조사의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조사항목이 근로자 및 평가자가 

결정하기에는 평가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물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자가 결정

하게 되어 있으나 똑같은 작업이라도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부담의 수용성과 

반응성이 사람마다 달라 유해요인조사 평가자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그 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작업조건 조사에서 작업부하는 5개의 수준(매우 쉬움, 

쉬움, 약간 힘듦, 힘듦, 매우 힘듦)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1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작업빈도는 5개의 수준(3개월 마다(년 2-3회),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에 1회), 자주(1일 

4시간), 계속(1일 4시간 이상), 초과근무(1일 8시간 이상)로 구분하여 그 중에서 1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총 점수는 선택된 작업부하 점수와 작업빈도 점수를 곱하여 

구하게 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작업(자세)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의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동일한 기계를 사용하고 동일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설문에 응답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작업의 부하(총 점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개선 우선순위 및 개선방법도 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게 된다. 이런 현상을 보완

하기 위하여 작업조건에 한 평가 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인간

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산업안전

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5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해요인조사 시 실제 사업장에서도 유해요인조사 주관성을 가능한 배제 하고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OWAS, RULA, REBA 등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도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의 평가항목 기준(굴곡, 

신전 등)이 각도 기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신체의 세부 부하수준을 평가 시 평가자가 

신체 각도를 육안으로 측정해야 한다. 평가자가 육안 관찰평가에 너무 의존하여 

평가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평가가 모호해지고 결과 또한 쉽게 변할 수 있게 된다.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평가자에게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교육·훈련 시킴으로써 평가자의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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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평가자의 인간공학적 

전문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즉, 평가자가 특정한 작업(작업자세)에 

하여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수준을 반복 평가할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다른 평가자가 동일 작업(작업 자세)를 평가하더라도 일치된 평가 결과가 

산출되도록 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 특히, 신체 부위의 각도를 평가자가 육안 

관찰평가로 부하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인간공학적 정량평가 도구의 경우에는 신체의 각도가 

평가 기준의 경계선에 있을 때 평가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동일 작업자세를 반복하여 평가하거나 다른 

평가자가 동일한 작업자세에 하여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정확도와 신뢰도 있는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신뢰도 있는 장비·도구를 활용하여 

신체 각도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자의 육안에 의한 평가 의존도를 낮추어 

평가 결과에 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68].

4.2 연구 상 평가도구 선정

본 연구는 2가지 측면(평가의 용이성, 높은 활용성)에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

평가 도구의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상으로 OWAS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첫째로 OWAS는 RULA 및 REBA와 함께 다양한 작업자세 부하 평가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RULA 및 REBA와 비교하여 [그림 4-1]과 같이 평가항목이 단순하며 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다[69]. 그로 인하여 OWAS는 다양한 

업종의 작업부하 평가에 사용할 수 있고 작업부하 평가방법이 어렵지 않아 상 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자세 평가가 가능하다[70]. OWAS는 RULA와 REBA보다 민감도와 

정확도가 상 적으로 낮으나[71][72][73], OWAS가 관찰자 내 재현성이 가장 높아[74],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인간공학 비전문가의 경우 OWAS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5].

[그림 4-1] OWAS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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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OWAS가 RULA 및 REBA에 비하여 평가의 복잡성이 낮아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계자가 쉽게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율이 13.2%로 여전히 낮고[11],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포함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2017.10.19.)

되었음에도 제9차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약 25%에 불과하다[13]. 그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자세 평가에 인간공학 전문가의 참여는 21.4%로 저조한 실정이다[13]. 

이러한 국내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현장에서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이 부족한 

안전보건 관계자가 평가하기에 쉬운 특성이 있고 사업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OWAS가 

평가시스템 개발 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3 위치(Position) 지정 벡터(Vector) 기반 OWAS 평가시스템(PV-OWAS) 개발

위치(Position) 지정 벡터(Vector) 기반 OWAS 평가 시스템(PV-OWAS)은 파이썬 기반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Visual Studio Code, Microsoft)로 개발하였다. PV-OWAS는 

[그림 4-2]와 같이 3단계 절차를 따라 하면 작업의 부하수준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평가시스템이 구동되면 평가 유의사항(신체관절의 

선택 기준점)을 안내하고 사진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4가지 사전 정보(앉음, 걷기, 

무게중심, 무게)를 평가자에게 입력받는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이 필요한 작업 사진

(작업 자세)를 선택하고 작업자의 주요 신체 관절(총 10개; 왼팔 2개(어깨점, 팔꿈치), 

오른팔 2개, 왼쪽 다리 3개(엉덩이 관절점, 무릎, 발목), 오른쪽 다리 3개)에 기준점을 

해당 사진 위에 마우스로 지정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PV-OWAS가 지정된 벡터

기반의 기준점 좌표(x, y)를 이용하여 삼각함수 및 좌표 연산으로 신체부위 각도와 

거리를 스스로 계산하고 각 항목에 한 자세 코드(점수) 및 조치 수준(Action 

Level) 결정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최종결과(AC)를 찾아준다. 또한, 최종 자세코드(점수)를 

이용하여 세부 평가 항목(상체, 상지, 하지, 작업무게) 점수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조치 수준이 하락(향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평가자에게 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우선순위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4-2] PV-OWAS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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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허리(Back) 부하 계산

허리에 한 부하 평가는 선 자세, 20도 이상 굽힘, 20도 이상 비틀림, 그리고 20도 

이상 굽힘과 비틀림을 구분하여 1점, 2점, 3점, 4점의 부하 점수를 부여한다. Karhe 

등(1977)이 발표한 OWAS 평가[61]에서는 구부림과 비틀림에 한 각도 기준을 제시

하지 않았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62]에서는 20도 이상이라는 각도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며 사업장 부분에서 KOSHA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굽힘과 비틀림 판단 시 각도 기준 20도를 채용하였다. PV-OWAS는 

평가 상 작업 사진 위에 평가자가 지정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상체의 굽힘(bent) 

각도와 비틀림(twist) 각도를 계산하여 허리의 부하 점수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 사진에 지정된 가슴 중앙점과 허리 중앙점을 연결한 선을 상체로 

정의하였다. 상체의 굽힘 각도는 [그림 4-3]과 같이 상체의 벡터값과 하지(허리)와 

연결한 수직 기준선의 벡터값 사이의 각도(Q)로 정의하였으며 이 각도가 20도 이상 

벌어졌을 경우 상체에 굽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하 점수를 부여하였다. 

상체가 허리 밑으로 굽혀진 경우에는 허리의 수평 연장선과 상체의 각도를 구한 후 

90도를 합산하여 굽힘 각도에 한 부하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림 4-3] 허리 부하(굽힘) 측정

상체의 비틀림 각도는 [그림 4-4]와 같이 어깨 선(좌우 어깨 관절을 연결한 선)의 

벡터 값과 엉덩 선(좌우 엉덩 관절을 연결한 선, hip joint)의 벡터 값으로 각도를 계산

하였다. 어깨 선은 평가 상 작업 사진 위에 지정된 좌측 어깨 관절의 중앙점과 

우측 어깨 관절의 중앙점을 연결하여 정의하였으며 엉덩 선은 좌측 엉덩관절의 중앙점과 

우측 엉덩관절의 중앙점을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PV-OWAS는 어깨 선을 기준으로 

한쪽 엉덩 선이 어깨 선의 한쪽과 일치되도록 이동시킨 가상의 엉덩 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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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선과 가상의 엉던 선 사이의 각도(Q)를 측정하여 상체의 비틀림 각도를 계산

하였으며 이 각도가 20도 이상 벌어졌을 경우 상체에 비틀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하여 부하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림 4-4] 허리 부하(비틀림) 측정

 4.3.2 상지(Upper Limbs) 부하 계산

상지에 한 부하 평가는 두 팔꿈치가 모두 어깨 아래, 한쪽 팔꿈치가 어깨 위, 

그리고 두 팔꿈치가 모두 어깨 위로 구분하여 1점, 2점, 3점으로 부하 점수를 부여

한다. 본 연구는 [그림 4-5]와 같이 작업 사진 위에 지정한 팔꿈치 관절의 벡터값이 

어깨 관절의 벡터값보다 위에 있는지 판단하여 부하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림 4-5] 상지 부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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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하지(Lower Limbs) 부하 계산

하지에 한 부하 평가는 7개의 자세로 구분하여 부하 점수를 부여한다. 각 자세와 

부하점수는 앉음(1점), 두 다리 무게중심으로 두 무릎을 펴고 선 자세(2점), 한 다리 

무게중심으로 한 무릎을 펴고 선 자세(3점), 두 다리 무게중심으로 두 무릎 굽혀 선 

자세(4점), 한 다리 무게중심으로 한 무릎 굽혀 선 자세(5점), 무릎 꿇기(6점), 걷기(7점)로 

부하점수를 부여한다. 하지에 한 부하평가는 현재까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배포하고 있는 OWAS의 하지 평가 기준[62]과 

Karhe 등(1977)이 발표한 OWAS 평가 기준[61]에는 양발과 한발의 기준이 무게중심의 

개념인지 발의 들림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이동하여야 

신체의 무게중심이 한 발에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사업장에서 

서서 조립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의 부담으로 인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짝다리를 

짚는 자세는 사진으로 무게중심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무릎 

굽힘은 어느 정도 굽혀야 무릎 굽힘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에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V-OWAS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Buchholz 등(1996)이 OWAS를 기준으로 개발한 PATH기법[66]을 

참조하여 한 발이 공중에 들려 있을 때 무게중심이 한 발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평가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사전정보로 무게중심에 한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무릎 굽힘의 경우에는 PATH기법에서 무릎 굽힘 각도가 35°이상이면 

무릎 굽힘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여 이를 PV-OWAS와 DL-OWAS 평가시스템에 적용하였다.

하지의 부하 계산 시 앉음, 걷기, 무게중심은 사진으로 정확한 판별이 불가능할 수 

있어 평가자가 사전 정보로 미리 입력하도록 하였다. 선 자세와 무릎 굽힘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림 4-6]과 같이 무릎 굽힘의 각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릎 굽힘 

각도는 윗다리 선(엉덩관절의 중앙점과 무릎관절의 중앙점을 연결한 선)이 직선을 이루는 

가상의 선과 아랫다리 선(무릎관절의 중앙점과 발목관절의 중앙점을 연결한 선) 간의 

사이 각도(Q1, Q2)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무릎 꿇기는 무릎관절의 

중앙점이 발목관절의 중앙점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지로 판정하였다. 

 

[그림 4-6] 하지 부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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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무게(Weight) 부하 계산

작업 무게에 한 부하 평가는 10kg 미만, 10kg 이상 및 20kg 미만, 20kg 이상으로 

구분하여 1점, 2점, 3점으로 부하 점수를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 사진으로부터 

작업물의 무게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작업부하를 평가하는 평가자에게 작업 

무게를 사전정보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4.3.5 조치수준(AC) 결정 및 판정

OWAS는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부여된 작업부하 점수를 종합하여 

조치수준을 결정한다. 각 신체부위별 평가항목의 점수는 [그림 4-7]에 나타낸 점수표를 

사용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조치 수준은 Karhe 등(1977)이 발표한 

OWAS 평가 기준[61]을 참고하여 4개 수준으로 분류하고 AC 1은 수용 가능한 자세, 

AC 2는 지속적 관찰 필요, AC 3은 가능한 빨리 개선, AC 4는 즉시 개선이 필요한 

작업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4-7] 조치수준(AC) 점수표

 4.3.6 PV-OWAS 평가시스템 구현

PV-OWAS 시스템은 [그림 4-8]과 같은 형태로 개발되었다. 평가자가 사진 위에 

작업자의 주요 관절 10개를 마우스로 지정하면, 사진 위에 지정된 관절을 선으로 

연결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여 작업자세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V-OWAS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절의 위치정보(벡터 값)를 이용하여 

OWAS의 4가지 신체부위 부하점수와 평가 결과로 도출된 조치수준(AC)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평가자에게 제시해 주도록 하였다. PV-OWAS는 계산된 부하점수와 조치수준을 

이용하여 신체부위별(상체, 상지, 하지, 작업 무게) 부하 점수 중에서 부하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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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낮아졌을 때 조치 수준이 1단계 하락(자세부하 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자체 

시뮬레이션하여 평가자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평가자가 개선 책 및 개선 방향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림 4-8] PV-OWAS 실행결과 화면

4.4 심층 신경망(Deep Learning) 기반 OWAS 평가시스템(DL-OWAS) 개발

심층 신경망(Deep Learning) 기반 OWAS 평가 시스템(DL-OWAS)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STW-811DP, SuSol, Korea)와 Matlab(v2020b, MathWorks, USA)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DL-OWAS는 [그림 4-9]와 같이 4단계 절차를 따라 하면 작업의 부하수준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구동 후 평가 

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진을 입력 후 사진 위에 평가할 근로자의 작업자세를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으로 설정하게 된다. 두 번째는 설정한 관심영역을 바탕으로 

DL-OWAS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ResNet-18와 전치 컨볼루션(Transposed Convolution)을 

연결한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관절위치 12개 지점(근로자의 왼쪽과 오른쪽의 

손, 팔꿈치, 어깨, 엉덩관절, 무릎, 발목)를 추정하고 사진 위에 주요 관절을 표시하여 

준다. 세 번째 단계는 추정된 주요 관절의 위치와 사진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평가자

(예: 유해요인조사 평가자)에게 입력받은 4가지 사전 정보(앉음, 걷기, 무게중심, 

무게)를 종합하여 OWAS의 각 평가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게 된다. 신체의 

각도와 거리 계산은 PV-OWAS의 부하 계산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OWAS의 각 항목별 평가 결과를 조합하여 최종 조치수준(AC)를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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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DL-OWAS 평가 절차

 4.4.1 심층학습 기반 작업자의 주요 관절위치 추정

본 연구는 근로자의 인체 주요관절 위치(예: 손, 팔꿈치, 어깨, 엉덩관절, 무릎, 발목)를 

추정하기 위해 [그림 4-10]에 나타낸 심층 신경망(딥러닝)을 활용하였다. Xiao et al. 

(2018)은 심층 신경망(neural network)의 학습과 위치 추정(landmark detection)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ResNet-18과 전치 컨볼루션(Transposed Convolution)을 결합한 

신경망을 제안하였다[76]. 또한 He et al.(2016)에 의하면, 일반 신경망(plain network)은 

망이 깊어질수록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학습이 진행되면서 각 파라미터에 

한 가중치의 미분 값(경사)이 매우 작아져 0에 가깝게 되는 현상)과 과잉적합

(Overfitting, 기계학습에서 학습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여 실제 데이터에는 잘 맞지 

않는 현상) 문제로 인해 학습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7]. 

반면, ResNet-18은 잔여 학습(residual learning)을 통해 일반 신경망이 가지는 학습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깊은 신경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그림 

4-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5개의 합성곱(Convolution) 집단으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을 

활용하였다.

[그림 4-10] ResNet-18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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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et-18은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져 인체 주요 위치를 

정량평가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76]. 예를 들면, [그림 4-10]에 나타낸 

ResNet-18의 합성곱 마지막 집단의 특징 지도(Feature Map) 크기는 8×6 픽셀(pixel)에 

불과하다. 전치 합성곱(transposed convolution)은 특징 지도의 해상도를 높여(upsampling) 

ResNet-18의 해상도 저하로 인한 부정확한 위치 추정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76]. 

본 연구는 [그림 4-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세 번의 전치 합성곱을 통해 특징 지도

(Feature Map)의 해상도를 64×48 픽셀로 높여 주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인체 주요 관절위치에 열지도(heat map)를 추정하도록 신경망을 구성

하였다. Tompson et al., (2015)는 입력 이미지에서 인체 주요 위치를 직접 추정할 

경우 신경망 학습이 적합하게 진행되지 않아 예측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78]. 

이러한 현상은 신경망이 특정 관절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Wei et al.(2016)에 의하면 [그림 4-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인체 주요 위치의 주변에 열지도를 만들어 신경망이 열지도를 예측하도록 

하면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9].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 신경망의 

마지막 층에 열지도를 사용하여 관절의 위치를 예측하도록 망을 구성하였다. 

Left shoulder

Left elbow

Left hand

Left hip center

Left knee

Left foot

[그림 4-11] COCO 데이터베이스의 열지도(Heat-Map)의 예

본 연구의 심층학습(딥러닝)에는 OWAS 분석에 필요한 신체관절 주요 위치를 포함

하고 있는 COCO(Common Objects in COntext) dataset을 사용하였다. COCO dataset은 

머신러닝을 위해 많은 데이터 셋이 만들어져 있으며 총 123,287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무작위로 구분하여 학습(learning)에 118,287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검증

(validation)에 5,000개의 dataset을 사용하였다. 작업 자세 분석을 위한 신체 주요 

위치는 [그림 4-11]과 같이 총 12개(왼팔과 오른팔 3개(어깨점, 팔꿈치, 손)씩 총 6개, 

왼 다리와 오른 다리 3개(엉덩 관절점, 무릎, 발목)씩 총 6개)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의 

코드는 Xiao et al. (2018)에 제시된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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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DL-OWAS 평가시스템 구현

DL-OWAS 평가 시스템은 [그림 4-12]와 같이 심층 신경망(딥러닝) 기반으로 구현

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시스템은 근로자의 작업사진에서 분석 상인 근로자의 작업

자세를 추출한 후 심층 신경망(딥러닝)을 활용하여 인체의 주요 관절 위치를 추정

한다. 그리고 난 후, 추정된 주요 관절 위치를 사용하여 OWAS 평가의 항목별 점수를 

추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조치 수준(AC)을 결정한다. 

[그림 4-12] DL-OWAS 실행결과 화면

4.5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이 형식의 체크리스트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실시

하는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VO-OWAS)의 단점인 높은 육안평가 의존도와 

개별 항목 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한 조치수준(AC) 도출 등의 절차 불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2가지 유형의 OWAS 평가 시스템(PV-OWAS 및 DL-OWAS)의 평가 

정확도,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평가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을 전공하고 유해요인조사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공학 전문가 4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상 작업(작업자세)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촬영된 

40장의 작업사진으로 상지, 허리, 하지에 있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선정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인간공학 전문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

(VO-OWAS)과 신규 개발한 2가지 평가시스템(PV-OWAS 및 DL-OWAS)을 사용하여 

평가 상 작업(40개)을 OWAS 평가방법으로 각각 작업부하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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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발한 OWAS 평가 시스템(PV-OWAS, DL-OWAS)의 정확도는 평가에 참여한 

인간공학 전문가의 PV-OWAS와 DL-OWAS의 평가점수가 VO-OWAS와 일치하는 

정도로 분석하였으며 신뢰도는 평가 참여자 간의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용 

편의성은 3가지 평가 방법(VO-OWAS, PV-OWAS, DL-OWAS)을 적용하여 작업(작업

자세)을 평가한 후 평가의 용이성 및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7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보통이다(4점), 

약간 그렇다(5점), 그렇다(6점), 매우 그렇다(7점))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 소스의 무료 통계프로그램인 R (v4.0.2)을 사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VO-OWAS)과 신규 개발한 2가지 평가 프로그램(PV-OWAS, 

DL-OWAS)에 한 통계적 차이를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비모수적 검정방법인 Kruskal-Wallis Test를 활용하였다. 

4.6 결과

기존의 전통적인 Paper 형식의 OWAS 평가방법(VO-OWAS)과 신규로 개발된 PC

형식의 2가지 OWAS 평가방법(PV-OWAS 및 DL-OWAS)의 세부 평가항목 및 조치 

수준(AC)에 해 [표 5-1]과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리 부문에 한 평가 평균 점수는 VO-OWAS(1.90±1.0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PV-OWAS(1.68±1.071) 및 DL-OWAS(1.70±1.018)와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지 부문에 한 평가 평균점수는 VO-OWAS(1.20±0.516), 

PV-OWAS(1.18±0.501) 및 DL-OWAS(1.13±0.463)가 서로 유사하고, 그 차이는 0.07점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 부문에 한 평가 평균점수는 VO-OWAS(3.10±1.809), 

PV-OWAS(3.05±1.797) 및 DL-OWAS(3.15±1.861)가 0.1점으로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게 부문은 평가 평균점수는 평가자들에게 작업물의 무게를 미리 사전정보로 

제시했기 때문에 모든 평가 평균점수가 1.83점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치 수준에 한 평가 평균점수는 VO-OWAS(1.85±1.099), PV-OWAS 

(1.73±0.987) 및 DL-OWAS(1.83±1.01)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0.12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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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존 육안 평가방법과 신규 평가방법(2개)의 Kruskal-Wallis test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d 

value
DF p-value

허리

VO-OWAS 1.90 1.081

1.712 2 0.425PV-OWAS 1.68 1.071

DL-OWAS 1.70 1.018

상지

VO-OWAS 1.20 0.516

1.009 2 0.604PV-OWAS 1.18 0.501

DL-OWAS 1.13 0.463

하지

VO-OWAS 3.10 1.809

0.108 2 0.947PV-OWAS 3.05 1.797

DL-OWAS 3.15 1.861

무게

VO-OWAS 1.83 0.874

0.000 2 1.000PV-OWAS 1.83 0.874

DL-OWAS 1.83 0.874

조치수준
(AC)

VO-OWAS 1.85 1.099

0.365 2 0.833PV-OWAS 1.73 0.987

DL-OWAS 1.83 1.01

인간공학 전문가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VO-OWAS)과 신규로 개발된 평가 

프로그램(PV-OWAS 및 DL-OWAS)의 평가점수는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개발된 위치지정의 벡터 기반 평가 프로그램(PV-OWAS)의 평가 결과는 기존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VO-OWAS)과 91.3%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신규 개발된 심층 신경망(딥러닝) 기반 평가 프로그램(DL-OWAS)의 평가 결과는 

기존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VO-OWAS)과 90.0%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VO-OWAS)과 신규 개발된 2가지 

평가 프로그램(PV-OWAS, DL-OWAS)의 평가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비율은 86.9%로 

파악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육안 관찰평가 방법(VO-OWAS)과 신규로 개발된 2가지 평가 프로그램

(PV-OWAS, DL-OWAS)의 사용편의성 점수는 DL-OWAS가 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PV-OWAS가 5.75점으로 높고 VO-OWAS가 5.2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들의 사용편의성 평균점수는 6점이며, 표준편차는 0.90점으로 

분석되었다.

사용 편의성 점수는 세 가지 OWAS 평가 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2) = 7.15, p = 0.028). DL-OWAS에 한 사용 편의성 

점수는 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PV-OWAS와 VO-OWAS는 5.75점과 

5.25점으로 유사한 사용 편의성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가지 OWAS 

평가 방법에 한 사용 편의성 점수의 평균은 6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편차는 

0.90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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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5.1 결론

본 연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의무로 법제화

하여 유해요인조사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5년 내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은 감소하였으나 

근골격계질환은 오히려 과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거나 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법 제정의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골격계질환의 법적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를 위한 유해요인조사 등 법적인 조치사항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산재예방활동으로 작동성 있는 조치사항이 될 수 있도록 선행

연구 분석, 실험 연구, 신규 평가시스템 개발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로 선행연구 분석 결과,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율이 

매우 저조하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이 부족한 내부 

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로서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평가자는 인간공학 전공자가 아니거나 인간공학 전문역량이 부족한 

안전보건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공학 비전문가를 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 인간공학 비전문가가 오류를 

발생하는 평가항목을 조사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유해요인조사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요인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작업자세에 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자의 육안 관찰평가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평가 결과에 한 정확도와 

신뢰도에 해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 평가자가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를 정확도 있고 신뢰도 높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의성이 향상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험 연구에서는 유해요인조사 시 자주 사용

하고 있는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OWAS, RULA, REBA를 활용하여 인간공학 

비전문가가 평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발견하였다. 인간공학 비전문가의 경우, 

각 정량평가의 조치수준(AC)의 경우에는 OWAS와 REBA에서 전문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ULA에서는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WAS와 REBA는 비전문가가 일부 세부 평가항목에서 평가를 누락하거나 

낮게 부여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RULA는 어느 정도 부하가 있을 

경우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하거나 낮게 평가를 하더라도 조치수준이 전문가와 

동일하게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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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인 조치수준(AC)이 같더라도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OWAS 평가에서는 횡단면과 시상면의 움직임 또는 관상면과 시상면의 움직임과 

같이 동시에 2개의 움직임을 평가하여야 할 때 비전문가는 하나의 움직임에 한 

평가에 집중하여 다른 움직임에 한를 평가를 누락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RULA와 REBA 평가에서는 추가 평가항목이 사진으로 판단하기 까다로운 

횡단면의 움직임(비틀림 또는 회전) 및 관상면의 움직임(기울임)이고 하단에 부가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비전문가의 경우 추가 평가항목을 상 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누락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공학 비전문가를 상으로 인간공학적 전문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훈련을 할 경우에는 3가지 측면을 주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인간공학 비전문가가 과소 평가하거나 누락하는 경향이 있는 구부림, 비틀림 

및 추가 점수 부여 등의 평가항목에 하여 평가의 중요성과 정확한 평가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교육 및 훈련하여야 한다. 둘째는 인간공학 비전문가는 손과 손목 등 

작은 신체부위의 각도 변화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과  평가)가 있으므로 

신체 부위의 각도 변화 범위가 작거나 신체부위가 작은 항목에 해서는 평가방법을 

세부적으로 추가 교육 및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 평가도구의 

최종결과인 조치수준(AC)이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의 작업부하를 평가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

평가는 최종 평가결과인 조치수준(AC) 뿐만 아니라 각 신체 부위별 작업부하 결과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치수준(AC)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평가되는 

세부 평가항목에 해서도 인간공학 비전문가가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교육 및 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신규 평가시스템 개발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도구인 OWAS를 활용하여 유해요인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사용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으로 PC형식의 2가지 평가 시스템

(PV-OWAS, DL-OWAS)을 개발하였다.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의 육안평가에 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해요인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평가자가 실시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하는 인간공학을 비전문가도 의미 있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용이 

쉽고 편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PC형식의 PV-OWAS와 DL-OWAS 평가

시스템은 인간공학 전문가의 육안 관찰평가에 의존하는 전통적 육안관찰 OWAS 평가 

방법(VO-OWAS)과 매우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였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

하여 다른 평가자에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평가 결과 도출과 점수 판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평가 

과정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용 편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2가지 평가시스템은 서로 상충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먼저, 위치를 지정하는 벡터 기반의 OWAS 평가시스템(PV-OWAS)은 사용자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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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신체의 주요 관절위치를 직접 선택(Pointing)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작업 사진에 있는 작업물 및 설비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신체가 가려져도 평가자가 작업 사진 및 작업 자세의 맥락을 판단하여 신체의 주요 

관절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심층학습 기반 OWAS 평가

시스템(DL-OWAS)는 평가자가 사진에서 근로자의 작업자세를 관심영역으로 사진에서 

선택하면 심층 신경망이 신체의 주요 관절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 그러나 심층 신경망에 의한 평가는 근로자의 신체부위가 작업물 또는 설비 

등으로 가려질 때 신체의 주요 관절 위치를 찾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를 정량평가하게 평가할때는 근로자의 작업 사진 및 작업물·설비 등의 

유무에 따라 PV-OWAS와 DL-OWAS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5.2 향후 연구방향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OWAS, RULA, 

REBA) 실험연구는 다양한 신체부위를 활용하는 표 작업사진 1개를 선정하여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을 하여 

규모의 비전문가를 상으로 연구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평가 상이 

되는 작업사진이 1개로 한정되어 다양한 작업사진(작업자세)에 한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작업사진을 활용하여 평가 작업에 

따른 인간공학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문가의 중점 교육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점교육을 실시한 

집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간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결과를 비교

하는 후속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위치를 지정하는 벡터 기반의 OWAS 평가시스템(PV-OWAS) 및 심층학습(딥러닝) 

기반의 OWAS 평가시스템(DL-OWAS)은 근로자의 작업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2차원 

작업 사진으로부터 관절의 정보(좌표)를 추정하여 작업부하 평가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손과 손목의 비틀림 동작 등과 같은 3차원 정보가 필요한 일부 신체부위에 

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작업자를 정면(또는 후면)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상태를 2차원 좌표로는 정확하게 계산

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작업 사진을 여러 방향에서 촬영

하여 주요 관절을 3차원으로 추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 사진에서 평가에 

필요하나 식별이 어려워 평가자에게 입력받은 4가지 사전정보(앉음, 걷기, 무게중심, 

무게)를 최소화하고 작업물·설비(의자, 공구 등)의 유무 등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규 개발한 PC형식의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시스템(PV-OWAS, 

DL-OWAS)의 실용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개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통합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HP(Mobile)형식의 앱 

형태로 구동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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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호)

 제4조(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①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서는 영상표시단말기 작업 외의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또는 다른 근로자와 교 로 실시

하는 등 계속해서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하여 작업시간중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작업 직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기기의 조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춘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은 회전 및 경사조절이 가능할 것

   2. 화면의 깜박거림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화질은 항상 선명할 것

   3.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도형과 배경의 휘도비(Contrast)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4. 화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읽기 쉽도록 크기, 간격

및 형상 등을 고려할 것

   5. 단색화면일 경우 색상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밝은 황, 녹색 또는 백색문자를

사용하고 적색 또는 청색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성능 및 구조를 갖춘 키보드와 마우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키보드는 특수목적으로 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가 

조작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할 것

   2. 키의 성능은 입력 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가 키의 작동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촉각, 청각 및 작동압력 등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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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키의 윗부분에 새겨진 문자나 기호는 명확하고, 작업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

   4. 키보드의 경사는 5도 이상 15도 이하, 두께는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5. 키보드와 키 윗부분의 표면은 무광택으로 할 것

   6. 키의 배열은 입력 작업 시 작업자의 팔 자세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조작이 원활

하도록 배치할 것

   7. 작업자의 손목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작업  끝면과 키보드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손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받침 (패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8. 마우스는 쥐었을 때 작업자의 손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작업 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업 는 모니터․키보드 및 마우스․서류받침  및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기구를 적절

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를 갖출 것

   2. 작업 는 가운데 서랍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영상표시단말기 

작업 중에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다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작업 의 높이(키보드 지지 가 별도 설치된 경우에는 키보드 지지  높이)는 

조정되지 않는 작업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  높이가 60센티

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범위의 것을 선택하고, 높이 조정이 가능한 작업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  표면까지의 높이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작업자의 체형에 알맞도록 조정하여 고정할 수 있을 것

   4. 작업 의 앞쪽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의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의자는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이동 회전이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일 것

   2. 바닥 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적어도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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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자는 충분한 넓이의 등받이가 있어야 하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의 체형에 

따라 요추(Lumbar)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 및 

각도의 조절이 가능할 것

   4.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팔걸이(Elbow Rest)를 사용할 수 있을 것

   5. 작업 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끝

부분에서 등받이까지의 깊이가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의자의 앉는 면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야 하며 그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6조(작업자세)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화면, 키보드, 서류받침  등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선은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도 이상 15도 이하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 Eye-Screen Distance)는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작업자의 시선범위

   2. 윗팔(Upper Arm)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작업자의 어깨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팔(Forearm)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하여 키보드를 조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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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내각 및 키보드 높이

 아래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아래팔과 손등은 수평을 유지 

 3. 연속적인 자료의 입력 작업 시에는 서류받침 (Document Holder)를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받침 는 높이, 거리, 각도 등을 조절하여 화면과 동일한 높이 및 거리에

두어 작업할 것

서류받침  사용

   4.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히 앉아 의자등받이에 등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5.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할 때는 발 받침 (Foot Rest)를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할 것

발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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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릎의 내각(Knee Angle)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하되, 의자의 앉는 면의 앞부분과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종아리 사이에는 손가락을 밀어 넣을 정도의 틈새가 

있도록 하여 종아리와 퇴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무릎내각

   7.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료를 입력할 때 양 손목을 바깥으로 꺾은 자세가 오래 지속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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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해요인조사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유해요인조사표(제4조 관련)

가. 조사 개요

조사  일시 조  사  자 

부  서  명  

작업공정명 

작 업 명 

나.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  설비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언제부터                     )

작  업  량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작업  속도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업무  변화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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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조건 조사(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1단계 : 작업별 주요 작업내용 (유해요인 조사자)

작 업 명 :

작업내용(단위작업명) :

1)

2)

3)

2단계 :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마다(년 2~3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에 1회)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작업부하(A) 작업빈도(B) 총점수(A×B)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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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유해요인평가

작 업 명 근로자명

사진 또는 그림 사진 또는 그림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작성방법> 유해요인 설명을 참조)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유해요인 발생 원인 비고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유해요인 발생 원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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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제4조 관련)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게임 등 컴퓨터 관련 활동   □ 피아노, 드럼펫 등 악기연주   □ 뜨개질, 붓글씨 등  
□ 테니스, 축구, 농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힘듦     □ 매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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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

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목

(   )
어깨
(   ) 

팔/팔꿈치
(   )

손/손목/손가락
(    )

허리
(   )

다리/발
(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 상 이 

있었습니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유의사항

 -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직접 읽어보고 문항을 체크합니다.

 - 증상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증상을 과  또는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 증상조사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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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유해요인조사표 (KOSHA GUIDE H-9-2018) 

유해요인조사표

가. 조사 개요 (해당 사항에 하거나 내용을 기재함)

조사  구분 

□ 정기 조사 □ 수시 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시

조사  일시 조  사  자 

조사부서명

작업공정명 

작 업 명 

나.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 설비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내용요약:                    )

작 업 량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내용요약:                    )

작업 속도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내용요약:                    )

업무 형태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내용요약:                    )

기   타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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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 조건조사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1단계 : 작업별 주요 내용 (유해요인 조사자)

작 업 명(단수 또는 복수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됨) :

작업내용 :

1)

2)

3)

2단계 : 단위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마다(년 2~3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에 1회)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작업부하(A) 작업빈도(B) 총점수(A×B)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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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 유해요인평가

작 업 명 근로자명

단위작업명 단위작업명

사진 또는 그림 사진 또는 그림

 작업별 유해요인 원인분석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유해요인 유해요인의 발생원인 또는 노출특징 비고 

단위작업명  부담작업(호)

유해요인 유해요인의 발생원인 또는 노출특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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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작업분석·평가 결과표 (작업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

작업 공정명 작업명

단위작업별 작업 모습

(사진 또는 그림)

작업분석·평가도구＊ 평가 결과 판정

 

＊ <부록2. 작업분석·평가도구>를 참조한다.

 4. 종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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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게임 등 컴퓨터 관련 활동   □ 피아노, 드럼펫 등 악기연주   □ 뜨개질, 붓글씨 등  
□ 테니스, 축구, 농구, 골프 등 스포츠 활동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로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힘듦     □ 매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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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

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목

(   )
어깨
(   ) 

팔/팔꿈치
(   )

손/손목/손가락
(    )

허리
(   )

다리/발
(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 상 이 

있었습니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유의사항

 -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직접 읽어보고 문항을 체크합니다.

 - 증상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증상을 과  또는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 증상조사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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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근골격계질환 평가자 역량분석을 위한 설문 및 실습 양식  

근골격계질환 평가자 역량분석을 위한 설문 및 실습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시 작업자세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간

공학적 작업부하 정량평가 도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도구 

사용 시 육안평가로 인하여 평가자 개인 주관이 관여되거나 평가 오류로 인하여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도와 신뢰도가 저하되는 항목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공학적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시 적극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 및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귀하의 나이는?

① 25세 이하 ② 26세~30세 ③ 31세~35세 ④ 36세~40세 ⑤ 41세 이상
-----------------------------------------------------------------------------------------------------------------

2. 귀하의 인간공학 관련 교육 이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 (위에서 ① 선택시) 인간공학 관련 교육 이수 기간은?

     Ⓐ 1개월 미만 Ⓑ 1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3년 Ⓔ 3년 이상
-----------------------------------------------------------------------------------------------------------------

3. 귀하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 이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 (위에서 ① 선택시)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 이수 기간은?

     Ⓐ 1개월 미만 Ⓑ 1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3년 Ⓔ 3년 이상
-----------------------------------------------------------------------------------------------------------------

4. 귀하의 유해요인조사에 한 교육 이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 (위에서 ① 선택시) 유해요인조사에 한 교육 이수 기간은?

     Ⓐ 1개월 미만 Ⓑ 1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3년 Ⓔ 3년 이상
-----------------------------------------------------------------------------------------------------------------

5. 귀하의 인간공학적 평가도구(OWAS, RULA, REBA) 한 교육 이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 (위에서 ① 선택시)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에 한 교육 이수 기간은?

     Ⓐ 1개월 미만 Ⓑ 1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3년 Ⓔ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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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사진(작업자세) ]

※ 작업 시 사용하고 있는 말통의 무게 : 18kg

※ 반복 회수 : 분당 4회 이상 반복

※ 정적자세 여부 : 해당되지 않음

※ 갑작스러운 힘의 사용 : 해당 됨

※ 단위 환산 : 11 lbs = 5kg, 22 lbs = 10kg

(평가 사진)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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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OWAS 평가(실습)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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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RULA 평가(실습)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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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REBA 평가(실습) 양식



- 116 -

Abstract

A Study for Evaluators and Assessment Tool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Woohyun Cheon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ince musculoskeletal disorders began to be known in 1993,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throug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rules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public notice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owever, 25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 precautions in 1997, musculoskeletal disorders have 

increased, resulting in an all-time high of 9,601 people in 2020. Musculoskeletal 

disorder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due to worsening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caused by the aging of workers and 

Corona-19. The increas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may be attributable to the 

government's easing of policy, but to the diminished effectiveness of current legal 

preca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recautions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order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is conducted to find risk factors and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but most 

of workplace situation surveys and working condition surveys are evaluated 

qualitatively. Therefore,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recommends that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evaluation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when 

conducting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Evaluators who conduct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at many workplaces 

have been found not to know the exact method of investigation or to lack 

ergonomic knowledge. Therefore, the government revise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2017 to add persons qualified as ergonomic engineers to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health managers, which expected health managers 

majoring in ergonomic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However, the qualification criteria or conditions for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and ergonomic workload assessment for preventing musculoskel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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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are not specifically prescribed, so anyone designated by the employer 

can conduct them. As a result,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s and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assessments are perfunctory or misinterpreted. Therefore, it 

should be legislated through ergonomics experts to conduct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and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Until the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evaluation by intensively educating and 

training novice’s evaluation errors so that novice of ergonomics can more 

accurately and reliably conduct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ergonomic workloads.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is required to select ergonomic workload 

assessment tools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or work characteristics.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s such as OWAS, RULA, REBA, 

etc.,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the workplace, are ambiguous in their evaluation 

criteria or rely mainly on visual observational evaluation methods. Therefor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the assessment are low, such as changes in the results of 

the same evaluator's repeated assessment or changes in the results of the same 

work by another evaluator. As a resul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are always being questio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evaluation system that can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by utilizing 

trustworthy computers and software.

This study proposed two improvement plans as a wa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and to effectively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The first method investigates what needs to be educated 

and trained to accurately conduct musculoskeletal riks assessment and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assessments even by novices in ergonomics. The second 

method develops two evaluation systems to accurately and reliably conduct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and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evaluation.

First, this study compares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ergonomics experts and 

novices on the frequently used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assessment tools 

such as 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OWAS), 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 and 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 In this study, 163 

college graduates participated and received a total of two training sessions for six 

hours on how to evaluate ergonomic workloads. The evaluation work(posture) was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work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causes 

a lo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The study compared the action category(AC) of 

each assessment tool with the detailed assessment score for each body part. The 

action category(AC) of novic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golden 

reference determined by six ergonomic experts. Novices of ergonomics under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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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mitted scores for trunk(37.4%) and legs(52.8%) in OWAS. Also, novices of 

ergonomics underrated or omitted additional scores from RULA(53.5%) and 

REBA(54.8%) in all body parts except hands and wrists. On the other hand, 

novices of ergonomics overestimated scores for hands and wrists in RULA(55.2%) 

and REBA(39.9%).

Second, this study develops two evaluation systems with good accuracy and 

reliability with OWAS, an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evaluation tool to 

prevent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s). Evaluation methods such 

as OWAS, RULA and REBA have ambiguous evaluation criteria(angle evaluation) 

and rely on visual observation evaluations, so their accuracy and reliability can 

always be questionable. Therefore, a computer-based evalu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improve accuracy and reliability and to improve workplace 

applicability. In this study, we develop Positioning Vector-based OWAS(PV-OWAS) 

and Deep Learning-based OWAS(DL-OWAS). PV-OWAS automatically computes 

OWAS scores and Action Category(AC) by requiring evaluators to manually position 

key joints on top of work photographs. DL-OWAS automatically identifies key joint 

locations by the computer and determines OWAS scores and Action Category(AC).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two systems, 40 work photographs taken by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ies were used, and four ergonomic 

expert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a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two 

systems showed similar results to those obtained from ergonomics experts. 

PV-OWAS(91.3%) matching ratio with experts was found to be slightly higher than 

DL-OWAS(90%). On the other hand, DL-OWAS(7 out of 7) usability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PV-OWAS(5.75) and traditional visual observations(5.25). 

PV-OWAS excelled in accuracy in identifying key joint locations, but required 

more time and effort than DL-OWAS. DL-OWAS was easy to assess, but was less 

accurate when parts of the body were covered (e.g., by machines). Therefore, 

PV-OWAS or DL-OWAS can be used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work 

picture.

The first study is expected to help select evaluation parts to focus on when 

educating or training novices of ergonomics on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ergonomic workloads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The second study is expected that the two OWAS evaluation systems 

developed for the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will help to quantify 

workload for workers' work positions with accuracy and reliability.

Key word : Musculoskeletal disorders,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Ergonomic 

workload quantitative evaluation,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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