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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two purposes of this study. The first was to research the effects of standard and 

fixed-split keyboards on wrist posture and movements during word processing. The second was to select 

optimal computer input devices in order to prevent cummulative trauma disorder in the wrist region. The 

group of subjects consisted of thirteen healthy men and women who all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Kinematic data was measured from both wrist flexion and extension, and wrist radial and ulnar 

deviation during a 20 minute period of word processing work. The measuring tool was an electrical goni-

ometer, and was produced by Biometrics Cooper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wrist flexion 

and extension at resting starting posit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5), however the angle of 

radial and ulnar deviation were significaltly different in standard and split keyboard use during word 

processing (p<.05). 2. In the initial 10 minutes, the dynamic angle of wrist flexion and extens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5), however the dynamic angle of radial and ulnar devi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standard and split keyboard use during word processing (p<.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plit keyboard is more optimal than the standard keyboard, because it prevented excessive ulnar devi-

ation during wor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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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 컴퓨터의 사용빈도

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손을 통한 작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손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장기간의 반복 인 

과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손상을 외상성질환

(cumulative trauma disorders: CTD) 는 반복긴장성 

장애(repetitive strain injuries: RSI)라고 한다(권 철과 

정동훈, 2001). 컴퓨터 사용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지 외상성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Putz- 

Anderson(1988)과 Fredericks 등(1997)은 외상성질

환을 건질환, 신경질환, 신경 계질환, 그리고 골질환 

등 네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하 다. 이  근골격

계 증상에는 쓰리거나 쑤시는 통증, 강직(stiffness), 피

로감, 경련(cramps), 둔감(numbness), 타진통(ting- 

ling), 그리고 진 (tremor) 등이 있으며, 외상성질

환으로 알려진 이러한 근골격계의 상태를 ‘정보화 시

의 산업 손상(Industrial Injuries of the Information 

Age)’이라고 한다(Carter와 Banister, 1994; Doheny 등, 

1995).

미국 노동부는 작업 련 외상성질환의 12%는 

타이핑 는 키 입력 작업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Claiborne 등, 1999), 외상성질환은 컴퓨

터 키보드 작업자에게서 다른 작업자에 비해 12배나 더 

높게 발생하고, 키보드 사용자  외상성질환의 발

생률은 약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chreuer 등, 1996). 이들 질환은 체 직업병의 

61%로 직업병 가운데 최상 를 차지하고 있으며(Pan

과 Schleifer, 1996),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는 외상

성질환으로 인한 장기결근, 생산성의 감소, 그리고 의료

비 지출로 인해 미국에서만 연간 270억 달러가 소모된

다고 하 다(Carson, 1993). 이 듯 사무자동화의 보

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작업이 속도로 증가하면서

(Chung과 Choi, 1997) 이와 련된 근골격계질환이  

세계 으로 문제가 되고있다(Amstrong 등, 1994). 국내

에서도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39조 업

무상 재해인정 기 에 의해 ‘경견완증후군’이라는 직업

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노동부, 1995).

외상성질환은 발생 과정을 분석한 결과 부자연

스러운 자세와 반복 인 동작이 가장 주요한 유발 요인

이 되고 있다. 키보드 작업은 흔히 좋지 못한 손목  

자세로 고도의 반복 인 키 타격(key stroke)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

반 으로 문제가 되는 상지의 작업 자세는 해부학  제

한 범 에 근 한 완 회내와 립 로부터 20°에서 

40° 정도의 척골측 편 , 그리고 장시간의 견  외  

자세 등으로 알려져 있다(Swanson 등, 1997). 작업 시

에는 최  가동범 의 1/3을 과하는 손목 의 

편 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손과 손목 의 

립 자세로 키보드를 조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Stubbs 등, 1993).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장시간

의 키보드 작업이 상자의 생리  특성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손의 자세를 생체역학

으로 분석하거나 주 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 다

(Gilad와 Harel, 2000).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표 형 키보드는 경견완 부 와 손목 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나쁜 작업 자세를 조장한다고 알려져 왔으

며(Swanson 등, 1997), 그 결과 인체공학  키보드 디

자인의 도입으로 요즘은 키보드 앙이 분리된 체 키

보드(alternative keyboard)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Honan 등, 1995). 그러나 좀 더 최

근의 연구에서는 표 형 키보드와 분리형 키보드를 사

용하는 상자 사이의 편안함과 근피로도에 있어서 유

의한 차이가 증명되지 않았고, 분리형 키보드가 실제로 

외상성질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완화시

킬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wanson 

등, 1997). 한 기존의 상지 작업 자세의 분석은 수동

식 측각기와 사진 는 비디오촬 을 통해 얻은 단

일 임을 분석에 이용하는 정  측정방법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신뢰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 게 인체공학  키보드 설계가 근골격계 통증을 감

소시키기 한 재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키보드 

디자인에 한 다각 인 객  기 과 비교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인체공학  키보드에 한 확신도 부족

한 실정이다(Treaster와 Marras,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 사용자의 작업과 련된 

손상이 리 확산되고 있는 시 에서 표 인 컴퓨터 

입력 장치인 표 형 키보드와 분리형 키보드가 외

상성질환이 호발하는 손목 의 작업 자세에 미치는 

향을 알아 으로써 인체공학  컴퓨터 입력 장치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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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년)

키

(㎝)

몸무게

(㎏)

시간 

(min/day)

속도

(stroke/min)

남자(n=6)

여자(n=7)

26.0±5.0

20.2±0.4

174.8±4.2

162.4±4.8

69.3±5.6

61.1±6.9

300.0±65.7

145.7±47.2

258.3±37.6

278.5±69.8

체(N=13) 22.9±4.4 168.1±7.7 64.9±7.4 216.9±96.5 269.2±56.0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단 : ˚ )

그림 1. 워크스테이션 디자인  작업 자세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연구 상자는 건강한 성인 남녀 학생 13명으로 하

다. 상자 2명을 상 로 사  비실험을 실시하여 

워드 로세서 작업 수행과 데이터 수집 시에 발생하는 

문제   오류를 수정․보완한 후 연구 상자 원에 

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실험의 참가에 동의

한 상자의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목과 어깨  상지의 운동범 에 제한이 없

으며, 피로․통증․지각이상 등의 근골격계 장애

가 없는 자

나. 한  워드 로세서 사용 경험이 있으며, 키보드

를 보지 않고 분당 200타 이상을 칠 수 있는 자

다. 우측 손을 주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

  2.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실험에 참가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평균값은 

연령 22.9 세, 신장 168.1 ㎝, 체  64.9 ㎏이었고, 1일 

컴퓨터 사용 시간은 216.9 분/일, 분당 타수는 269.2 타/

분이었다(표 1).

  3. 실험방법

본 연구의 실험 차는 연구 조건에 합한 상자

의 선정, 실험 참가에 한 동의서 작성, 실험에 한 

일반  소개, 인체계측 데이터의 수집, 각 인체계측에 

합한 워크스테이션 구축, 각각의 입력 장치를 이용한 

사  워 업, 측정을 한 워드 로세서 작업의 수행 

순으로 이루어졌다.

상자는 표 형 키보드와 분리형 키보드를 통한 워

드 로세서 작업을 20분간 실시하 다. 워드 로세서 

작업을 한 소 트웨어는 한 과 컴퓨터에서 제작한 

  2002를 이용하 고, 데이터 측정에 들어가기  

각각의 입력 장치에 익숙해지도록 사  연습을 실시하

다. 측정은 표 형  분리형 키보드의 두 가지 입력 

장치를 무작 로 추첨하여 2일 동안 1일 1회씩 실시하

다. 한  입력 작업물은 매 실험마다 다른 것을 사용

하 으며, 분당 300타를 기 으로 20분 이상의 작업량

을 제시하 다.

가. 워드 로세서 작업 자세

워드 로세서 작업은 다양한 체형의 작업자들에 의

해 수행되기 때문에 컴퓨터 테이블과 의자의 높이는 각 

상자의 인체계측 수치에 맞게 조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 다. 작업 시 앉기 자세는 립 (neutral pos-

ture)를 기 으로 하 고, 좌석 높이는 상자의 슬와부

에 2 ㎝를 더한 높이로 설정하 다. 일단 상자가 좌

석에 앉은 후, Chaffin과 Andersson(1991)이 제시한 것

처럼 무릎 90° 굽힘을 유지하면서 상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약간의 높이 조 을 허용하 으며 필요

한 경우 발 을 제공하 다. 테이블의 높이는 앉아 있

는 상자의 주  높이로 맞추어서 워드 로세서 작

업 시 상자의 완이 바닥과 평행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컴퓨터는 S사에서 제작한 

P-1.7G 모델을 사용하 고, 스크린은 17인치 크기를 사

용하 다. 스크린의 높이는 앉은 자세에서 지면에 평행



한국 문물리치료학회지 제11권 제1호

KAUTPT Vol. 11  No. 1  2004.

- 38 -

a. 분리된 각도(split angle)

b. 외측 경사각(lateral inclination angle)

c. 경사각(slope angle)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분리형 키보드

b. 면

c. 경사각(slope angle)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표 형 키보드

a. 윗면

한 시선과 스크린 최상부가 일치하는 높이로 하 으며, 

서류고정 는 스크린 좌측에 치시키고 작업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높이와 방향으로 배치하 다. 워드

로세서 작업 시 스크린과 키보드는 상자 체간의 정

시상면에 정렬시키고 스크린과 테이블 끝 지 과의 거

리는 50 ㎝로 하 다. 키보드의 G키와 테이블 끝 지

과의 거리는 15～25 ㎝ 범  내에서 상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지 에 키보드를 치시키고 스크린 경사각은 

10°로 하 다. 자세한 워크스테이션 디자인  작업 자

세는 다음과 같다(그림 1).

나. 실험에 사용된 표 형 키보드  분리형 키보드

  2002를 이용한 워드 로세서 작업 시 사용된 

표 형 키보드는 자  배열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QWERTY인 통 인 표 형 키보드로 2001년 S사에

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 다. 키보드 경사각은 4.5°이며 

3인치 비의 손목받침 를 부착시켰다(그림 2). 한 

분리형 키보드는 2002년 U사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

고, 키보드 경사각 4.5°, 수평선상 회 각 20°, 그리고 

외측경사각이 3° 이며 4인치 비의 손목받침 를 부착

시켰다(그림 3).

다. 손목  자세의 측정 

표 형 키보드와 분리형 키보드를 사용한 워드 로

세서 작업 동안 수근 의 자세를 지속 으로 측정하

다. 측정 도구는 스트 인 게이지(strain gauge) 원리

에 입각하여 Biometrics 사에서 제작한 기 측각기

로 매우 가볍고 소형이어서 상자의 움직임을 방해하

지 않도록 디자인되었다. 손목 의 굽힘-폄과 자 -

노 측 편 각도를 작업시작 5분 후부터 20분까지 15분 

동안 측정하 다. 문자입력 작업속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시 이 작업시작 7분 후부터이며 완 자세가 안

정화되는 시 도 타이핑 작업 10분 후부터이기 때문에 

마지막 10분간의 측정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Serina 등, 1999).

(1) 측각기의 배치  부착

손목 의 굽힘-폄  자 -노 측 편  각도는 모

델명 M110인 이축성(twin-axis) 측각기를 사용하

다(그림 4). 측각기는 Serina 등(1999)의 연구에

서와 동일하게 상완을 체간에 나란히 붙이고 주  

90° 굽힘 에서 완을 완  회내시키고 손목 을 

립 자세로 취한 후 부착시켰다. 해부학  지표를 기

로 하여 일 성 있는 측각기의 배치가 되도록 하

다. 이축성 측각기는 원 단(distal endblock)을 

제 3 수골의 자 면에 부착시키고,  근 (proximal

endblock)을 손목 의 회  심축을 가로질러 상완

골 외측상과의 심을 향하도록 하여 손목  바로 

인 완 원 부에 부착시켰다. 기 측각기의 근

단과 원 단은 착력이 강한 의료용 양면테이 를 

이용하여 부착하 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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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기화를 한 완의 립 자세

  그림 5. 측각기의 배치  부착

자세 입력장치 평균±표 편차 t p

굽힘-폄
표 형키보드 -11.29±3.61

1.16 .26
분리형키보드 -13.64±5.85

자 -노 측  

편

표 형키보드   8.86±7.16
3.53 .00

분리형키보드   2.99±4.92

표 2.  정  자세인 시작 자세의 응표본 t-검정 결과

(단 : ˚ )

그림 4. 실험에 사용된 이축성 기 측각기

(2) 손목  각도의 측정 차

측각기를 부착한 후, 완 립 자세를 측정 자료

의 기 치로 삼기 해서 도구를 기화(calibration)시

켜 0° 자세로 하 다(그림 6). 그리고 워드 로세서 작

업을 시작하기 바로 직  손목 의 정  자세를 10

간 측정하 고, 이 시작 자세를 20분 동안의 문자입력 

작업 자세의 변화 기 치로 삼기 해 도구를 재 기화

(re-calibration)시킨 후 15분 동안 동  작업 자세를 지

속 으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 다.

  4. 분석방법

측정된 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정

규분포에 한 합도 검정 방법인 Kolmogorov- 

Smirnov 검정을 실시하여 정규분포함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표 형 키보드와 분리형 키보드를 통한 워드

로세서 작업 시 손목 의 자세를 비교하기 하여 

굽힘-폄 각도와 자 -노 측 편 각도를 구하여 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각각의 각도는 정  자세인 

시작 자세를 측정한 후, 동  자세인 10분간 작업 자세

를 지속 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 다.

통계학  유의성을 검증하기 한 유의수  α는 .05

로 하 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상용통계 로그램인 원도

용 SPSS version 10.0 을 사용하 다.

Ⅲ. 결과

  1. 표 형 키보드  분리형 키보드를 사용한 워드

로세서 작업 시 손목 의 시작 자세 분석

표 형 키보드  분리형 키보드를 사용한 워드 로

세서 작업 시 손목 의 정 인 시작 자세를 분석한 

결과, 굽힘-폄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 -노 측 편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표 2). 

  2. 표 형 키보드  분리형 키보드를 사용한 워드

로세서 작업 시 손목 의 10분간 작업 자

세 분석

표 형 키보드  분리형 키보드를 사용한 워드 로

세서 작업 시 손목 의 10분간 작업 자세를 분석한 

결과, 굽힘-폄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 -노 측 편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표 3)(그림 7). 

  3.  손목 의 정  자세인 시작 자세와 동  

자세인 10분간 작업 자세의 비교 분석

손목 의 정  자세인 시작 자세와 동  자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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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짝 평균±표 편차 t p

굽힘-폄
정  자세 -7.77±8.68

 1.49 .14
작업 자세 -9.03±8.26

자 -노 측 

편

정  자세 4.56±8.34
-7.10 .00

작업 자세 10.07±9.58

표 4. 정  자세인 시작 자세와 동  자세인 10분간 

작업 자세의 t-검정 결과           (단 : ˚ ) 
그림 7. 워드 로세서 작업 동안 지속 으로 측정된 

기 측각기의 기록 

자세 입력장치 평균±표 편차 t p

굽힘-폄
표 형키보드 -13.62±5.45

 .28 .77
분리형키보드 -14.17±7.77

자 -노 측

편

표 형키보드  16.04±6.50
3.89 .00

분리형키보드   8.81±6.16

표 3. 동  자세인 10분간 작업 자세의 응표본 t-검

정 결과 (단 : ˚ )

10분간 작업 자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굽힘-폄 각도에

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 -노 측 

편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p<.05).

Ⅳ. 고찰

컴퓨터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동안 근골격계 

긴장을 피하기 해서는 좋은 작업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 필수 이다(Laeser, 1998). 좋지 못한 워크스테이션 

디자인은 작업자의 불필요한 근긴장과 피로를 유발시키

며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Ong, 1990). 

작업 자세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  사항

으로는 등과 하퇴의 지지 정도, 경부 자세, 손목  굴

곡 정도, 팔의 외 , 그리고 손목 의 자세 등이 있다

(Laeser, 1998). 그 에서 팔  손목 의 자세는 

요하다. 문자입력을 하는 동안 손목 의 자세는 수

근  압력에 한 향을 미치고, 손목  압력의 반

복 이고 지속 인 증가는 수근  증후군과 같은 

외상성질환을 래하게 된다. 손목  압력은 작업자의 

손목 이 립 자세일 때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mpel과 Horie, 1994).

Titteranonda 등(1998)은 통 인 표 형 키보드와 

체 키보드를 6개월간 사용 후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 

체 키보드 사용자들은 반 인 통증의 정도와 손의 

기능  상태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지만 표 형 키보드 

작업자들은 통증의 정도와 불편함이 더 악화되었다고 

하 다.

Pascarelli와 Kella(1993)는 증의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키보드 작업자의 자세를 찰한 결과, 이들은 

엄지손가락을 과도하게 벌리거나 펴고 새끼손가락을 과

폄 상태에서 키보드를 손상받기 쉬운 각도와 근육 

길이 치에 근시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한 수근 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20도 이상의 과도한 자

측 편 도 자주 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 측각기를 사용하여 손목 의 

정 인 시작 자세를 측정한 결과, 정  자세인 시작 

자세에서 손목 의 폄 각도는 표 형 키보드가 

11.29±3.61°이며 분리형 키보드는 13.64±5.85°로, 표 형 

 분리형 키보드 모두에서 손목 이 비 립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목 의 자 측 편

각도는 표 형 키보드가 8.86±7.16°이고, 분리형 키보드

는 2.99±4.92°로, 분리형 키보드는 비교  손목 의 

립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나 표 형 키보드는  자 측 

편  자세를 취함을 알 수 있었다. 

동  자세인 10분간 작업 자세에서 폄 각도는 표

형 키보드가 13.62±5.45°이고, 분리형 키보드는 14.17± 

7.77°로, 표 형  분리형 키보드 모두 손목 의 비

립 자세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목 의 자 측 편  각도는 표 형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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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6.04±6.50°이고, 분리형 키보드는 8.81±6.16°로, 

Weiss와 Chan(1999)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표 형 

키보드보다 분리형 키보드에서 자 측 편 가 크게 감

소하 다. 그러나 Honan 등(1995)의 연구 결과와 같이 

손목 의 모든 운동면상에서 분리형 키보드 작업이 

표 형 키보드 작업보다 립 자세에 가까운 상태로 작

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 즉 통계학  유의

성은 없었지만 폄 각도는 오히려 표 형 키보드 작업보

다 분리형 키보드 작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Hedge 등(1995)과 Simoneau와 Marklin(2001)의 연구와 

같이 손목 의 폄 각도는 키보드 경사각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형과 분리형 키보드 모

두 경사각을 4.5°로 동일하게 하 기 때문에 손목

의 폄 각도도 유사한 수치가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이

게 상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반 으로 정  자

세인 시작 자세에서나 동  자세인 10분간 작업 자세 

모두에서, 표 형 키보드 작업은 좋지 못한 자세로 알

려진 과도한 자 측 편 각도를 취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손목 의 폄  자 측 편 각도 모두에서 정

 자세인 시작 자세 보다 동  자세인 10분간 작업 자

세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 측 편 각도는 통

계학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결국 기존의 

인체공학  컴퓨터 입력 장치를 한 상지 작업 자세의 

운동학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정  측정방법, 

즉 수동식 측각기나 사진 는 비디오촬 을 통해 

얻은 단일 임을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은 실제 작업

상황을 모사하지 못하거나 작업 자세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없다는 것을 단 으로 증명해 다. 

V. 결론

본 연구는 외상성질환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

인 남녀 13명을 상으로 재 통상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입력 장치인 표 형 키보드와 분

리형 키보드를 사용하여 20분 동안 워드 로세서 작업

을 할 때, 손목 의 자세 변화를 측정하 다. 

Biometrics 사에서 제작한 기 측각기를 사용하

여 손목 의 굴곡-폄과 자 -노 측 편 각도를 측정

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워드 로세서 작업에서 표 형 키보드  분리형 

키보드 사용에 따른 손목 의 정 인 시작 자세

는 굽힘-폄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자 -노 측 편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워드 로세서 작업에서 표 형 키보드  분리형 

키보드 사용에 따른 손목 의 10분간 작업 자세

는 굽힘-폄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자 -노 측 편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손목 의 정  자세인 시작 자세와 동  자세인 

10분간 작업 자세는 굽힘-폄 각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 -노 측 편 각

도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표 형 키보드보

다는 분리형 키보드가 과도한 자 측 편 를 감소시킴

으로써 인체공학  컴퓨터 입력 장치로서 합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분리형 키보드 역시 손목 의 굽힘 

각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키보드 경사각과 외측 경

사각을 히 조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상지 작업 자세의 분석일 경

우, 정  측정법은 실제 작업 상황을 모사하지 못하거

나 작업 자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인 측정법 는 지속 인 측정법이 신뢰도가 높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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