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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보조기가 키보드 타이핑작업 시 상지근육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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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troduction of the video display terminal (VDT),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work has

improved. However, VDT syndrome is threatening the health of workers as a side effect of prolonged use

of a VDT. Among various VDT syndromes, the musculoskeletal disorder, especially, the cumulative trau-

ma disorder (CTD) is the common research topic related with upper extremities func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wrist-hand orthosis (WHO) on fatigue in middle deltoid, ante-

rior deltoid, serratus anterior, and upper trapezius during one-hour computer keyboard typing. Twelve

healthy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rface electromyography was used to assess the localized

muscle fatigue (LMF), and the LMF was calculated at 10 minutes, 20 minutes, 40 minutes, and 60 mi-

nutes in each muscle, with and without the WHO.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with a level of

significance of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t 10 minutes, the LMF decreased sig-

nificantly with applied WHO in the middle deltoid, anterior deltoid, and upper trapezius (p=.001, p=.026,

p=.019, respectively). 2) As the computer keyboard typing period increased, there were no significant LMF

differences, except for the upper trapeziu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WHO can be applied

to decrease the LMF for the initial 10 minute period in the middle deltoid, anterior deltoid, and upper tra-

pezius, but that the long term effect of WHO in reducing the LMF was proven only in upper trapezius

during continued computer keyboard 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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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컴퓨터와 영상출력장치(visual display terminal; VDT)

의 도입으로 작업양식이 수작업에서 자동화로 바뀜에 따라

작업의 능률 및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나, 장기적으로 VDT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이 요인들이 새로운 문제

로 대두 되었다(이중호 등, 2006; 임상혁 등, 1997). 장기적

으로 VDT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통

칭하여 VDT 증후군이라 한다. VDT 증후군에는 근골격계

장애, 시각계 장애, 심리적 장애, 피부 장애 및 생식 장애

등이 포함 되는데, 근골격계와 시각계의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골격계의 장애의 위험요

인으로는 정적인 자세, 반복적인 동작, 긴 시간 지속적인

작업, 불안한 자세, 무리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 등이 있

고, 주로 경부, 견부, 완부, 수부의 만성적인 통증과 감각이

상을 호소하는 경견완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흥중과 최승훈, 2004). 시각계 장애의 위험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조명이 있으며 심리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정신사

회적 스트레스가 있다(송인광 등, 2001; Foglemen 등,

2002; Park 등, 2000). 이러한 VDT 증후군의 위험요인들

중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근골격계 장애

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이다(최정화 등, 1999).

VDT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상지 근골격계 장애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누적성 외상증후군(cumulative trauma

disorder; CTD)이 사용된다(김수근과 정해관, 1998;

Mekhora 등, 1999). 누적성 외상증후군은 VDT 작업과

같은 연속적인 반복동작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장시간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들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되는 증

후군이다(서승록, 2000).

VDT 증후군 중 상지의 근골격계 장애 즉, 상지의 누적성

외상증후군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Mekhora 등, 2000). 이중호 등(2006)은 VDT

작업 시 모니터의 위치가 경부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모니터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흉쇄유돌근의 근활성

도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다른 근육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수찬 등(1991)은 키보드 높이가 견갑대 근

육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키보드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완의 외전이 증가하여 삼각근의 근활성도

가 증가하였고 어깨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승모근의 근활성

도가 증가하였으나, 키보드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견갑거근

의 근활성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VDT 작

업 시 과도한 모니터의 높이와 부적절하게 높거나 낮은 키

보드의 위치가 상지 근육들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zeto 등(2005c)은 VDT 작업 시 키보드를 누르는 힘

이 증가함에 따라 상지 근육들의 활성도와 통증이 증가함

을 보고하였고, 특히 이러한 결과들은 VDT 증후군의 과

거력이 있는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서

승록과 우승완(2000)의 연구에서는 1시간의 VDT 작업이

상지의 피로도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특히 우세 손

에서의 피로도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Cook 등(2004)

은 작업 자세를 변수로 연구한 결과, 손목받침대를 이용

하여 타이핑 작업을 한 경우가 손목을 지지하지 않고 작

업을 한 경우와 전완전체를 지지하고 작업한 경우에 비하

여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적절한 상지의 지지가 VDT 작업 시 상지 근육의 근활성

도를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 Szeto 등(2005b)은 1시간의

VDT 작업동안 중앙주파수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VDT

작업 초기에는 중앙주파수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작

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승모근을 제외한 다른 근육들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VDT 작업 초기

에 상지근육의 근피로를 보여 주었으며, 승모근에서는 지

속적으로 피로를 보였다.

누적성 외상증후군의 하나인 수근관 증후군 환자의 비수술

적 치료방법으로 cock-up형 손목보조기(wrist-hand orthosis)

가 사용되고 있다. 손목보조기는 수근관 증후군 환자의 손과

손목의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손의 기능은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Werner 등, 2005). 반복적인 휠체어 밀기와 같은

동작은 손목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하고 과신전을 유발

하여 누적성 외상증후군인 수근관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Malone 등(1998)은 휠체어 밀기동작에 손목보조기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휠체어 밀기 동작동

안 손목의 과신전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보조기의 사용이 작업

속도는유지하면서작업의질을향상시킴을보여주었다.

손목보조기를 착용하는 목적은 동통 감소를 위한 휴

식(rest) 및 보호, 기형의 예방 및 교정, 약화되거나 상

실된 근력의 보조(assistance), 그리고 관절의 지지와

고정 및 견인(traction)이다(김장환 등, 2006). 손목보조

기의 역할은 손목이 움직이는 동안 손목을 지지하여 주

고, 스프링 역할을 통해 탄성을 유지하며 보호해준다

(장대진 등, 2003; Taylor 등, 2003). 또한 신체적 기능의

향상과 질환의 진행을 느리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통

증의 감소와 불완전한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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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손목보조기.

의 무게를 배분하여준다(Gravlee와 Van Durme, 2007).

손목보조기의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소

들을 완전히 제거 할 수는 없지만 보조기를 착용 하는 동

안은 잠재적인 상지의 사용을 금하고 이차적 유해 요소들

을 감소시킬 수 있다(William 등, 2000).

이와 같이, 손목보조기가 수근관 증후군과 같은 누적성

외상증후군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나 예방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상

지의 누적성 외상 증후군 유발의 원인이 되는 VDT 작업

시 타이핑 작업에 손목보조기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

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의 타이핑 작

업 시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상지 근육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대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VDT 증후군에 대한

손목보조기의 예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건강한 20대의 남자 대학생 12명을 대상

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는 상지에 통증

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모두 3년 이상 컴퓨

터를 이용하여 타이핑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한글의

읽고 쓰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이핑 작업 시 자판

을 보지 않고 타이핑이 가능하며 평균 150타/분 이상의

타자능력을 가춘 자들로 하였다.

상지의 선천성 기형, 정형 외과적 혹은 신경학적인

질환이나 변형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고, 기타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다른 요소인 비만자, 흡연자, 호르몬

이상자 등은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

였으며, 이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실험도구

가. 실험기기2)3)

본 연구에서는 타이핑 작업 동안 상지 근위부의 네

근육(중삼각근, 전삼각근, 상승모근, 전거근)의 근피로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근전도(electromyography)기기
1)
와

지름이 1 ㎝, 전극간 간격이 2 ㎝인 이극표면전극(bi-

polar surface electrode)2)을 사용하여 근전도를 측정하

였다. 타이핑 과제 수행을 위해 QWERTY형태의 수직

정렬된 키보드와, LCD 모니터를 사용하였으며, 한컴타

자 연습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나. 손목보조기 제작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조기는 cock-up형 손목보조기

이다. Cock-up형 손목보조기는 전완 전면부에서부터 손

바닥까지 단단하게 손목을 지지하는 보조기로 벨크로가

달린 스트랩을 사용하여 보조기와 전완을 고정시킨다.

보조기를 착용 하는 동안 주관절의 움직임은 제한되지

않으며 완관절의 과도한 굴곡, 신전, 요골 편위, 척골 편

위는 제한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보조기는 기능적 작

업을 위해 완관절 30° 배측굴곡으로 고정 하였으며, 장

측(palm side) 부분에서는 타이핑 작업에 알맞도록 손바

닥 주름형태를 따라 제작하였다. 손바닥을 잘라내는 기

준으로써 무지구 주름(thenar crease)을 따라 절개함으

로써 무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였고, 원위손바닥주름

(distal palmar crease)을 따라 절개함으로 중수지절관절

의 굴곡과 신전을 자유롭게 하였다(그림 1).

3. 실험방법

가. 실험자세

본 연구에서는 타이핑 작업을 하는 동안 실험 환경에 대

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높이를 조절 할 수 있는 의자

를 사용하여 실험시작 전에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개인의

체형에 맞게 높이를 조절하고 난 후 실험에 임하도록 하였

다. 연구대상자는 척주를 곧게 편 자세에서 견관절은 내전

을 취하며 주관절의 굴곡 각도는 90°를 유지하게 하였다.

컴퓨터 모니터와눈의 각도는 15°를 유지하였으며 슬와부와

의자의 거리는 10 ㎝정도 유지하여 슬와부가 압박되지 않

1) MP100A-CE, BIOPAC System Inc., CA, U.S.A.

2) TSD 150B, BIOPAC System Inc.,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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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도(%)=
(제 1중앙주파수 - 제 4중앙주파수)

× 100
제 1중앙주파수

도록 하였고 다리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발이

바닥에 닫도록 하였다. 또한 타이핑 작업을 하는 동안 손목

의 지지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그밖에 다른 기타 조

건은평소에 작업하던편한 자세를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근전도 신호의 수집방법

타이핑 작업동안 상지의 근위 근육들의 근피로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이극표면전극

(bipolar surface electrode)을 우세측 상지의 중삼각근, 전

삼각근, 전거근, 상승모근에 부착하였다. 표면전극 부착 부

위에 피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털을 제거하고 미세한

사포로 3∼4회 문지른 후, 알코올 솜으로 피부각질층을 제

거 하였다. 전극에 소량의 젤을 발라 부착 후 종이테이프

로 고정하였으며, 접지 전극(ground electrode)의 부착 위

치는 우세측 견봉에 부착하였다. 이극표면전극 부착 위치

는 다음과 같다. 중삼각근은 삼각근 결절과 견봉의 사이,

전삼각근은 견봉의 정면에서 하방 2 ㎝ 위치에, 전거근은

견갑골 하방에서 2 ㎝위치에 부착, 그리고 상승모근은 견

봉과 7번 경추 극 돌기의 연장선의 중앙 점에서 외측으

로 2 ㎝지점에 각각 부착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수

집률은 1024 ㎐이었으며, 노이즈를 제거 하기위해서 60

㎐의 대역여과 필터(band stop filter)를 사용하였다.

다. 근피로 측정 방법

피로를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 널리 이용 되는 것 중

하나로 표면전극을 이용한 근전도 측정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근전

도 신호의 진폭을 반영한 제곱 평균 실효값(root mean

square; RMS) 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파

수 스펙트럼 분석에 의한 중앙주파수(median power

frequency), 또는 평균주파수(mean power frequency)값

을 구하는 방법이다(원종임, 2001). 본 연구에서는 중앙

주파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피로를 측정 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집된 근전도 신호를 고속 푸리에의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앙주파

수 값을 구하였다. 타이핑 작업시간을 4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중앙주파수 값을 얻었다. 각 구간 마다 작업

처음 구간의 주파수를 제 1주파수로 마지막 구간의 주파

수를 제 4주파수로 정의하였고, 제 1중앙주파수에서 제

4중앙주파수를 뺀 값을 제 1중앙주파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피로도를 계산하였다. 중앙주파수를 이용한 피로

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고은혜, 2007).

라. 타이핑 작업

한컴타자 연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연구 대상자

에게 동일한 문장을 이용하여 타이핑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타이핑 작업동안 delete 키와 backspace 키를 사

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손목은 책상에서 닿지 않게 하

였다. 등은 등받이에 닿지 않은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1

시간 동안 타이핑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각 실험간 영

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24시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4.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하여 SPSS version 12.0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전체 타이핑 작업 시간 중 초기 10

분, 초기 20분, 초기 40분, 전체 1시간 시기에 손목보조

기의 착용 유무에 따른 각 근육들의 피로도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 짝비교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

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남자 12명의 평균나이는 21.3세, 평균

신장은 171.6 ㎝, 그리고 평균 체중은 62.8 ㎏이었다.

2. 타이핑 작업동안 근피로도 분석

가. 10분 동안 타이핑작업 시 손목보조기 착용에 따

른 근피로도 분석

타이핑 작업 시작 시점부터 10분 동안에는 네 근육

중에서 중삼각근, 전삼각근, 상승모근에서 손목보조기 착

용 시에 근피로도가 감소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 그러나 전거근에서는 손목 보조기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10분

동안의 타이핑 작업에서는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전거근

을 제외한 근피로도에 감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나. 20분 동안 타이핑 작업 시 손목보조기 착용에 따

른 근피로도 분석

타이핑 작업시작 시점부터 20분 동안에는 네 근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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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보조기 미착용(n1=12) 보조기 착용(n2=12) t p

중삼각근 5.56±8.23a -2.95±2.95 2.576 .050

전삼각근 5.60±4.4 -1.48±1.78 3.135 .026

전거근 4.29±7.88 .12±4.46 1.054 .340

상승모근 6.96±5.22 -.98±1.63 3.135 .026
a평균±표준편차.

표 2. 20분 동안 타이핑 작업 시 손목보조기 착용에 따른 근피로도 분석 단위: ％

근육 보조기 미착용(n1=12) 보조기 착용(n2=12) t p

중삼각근 2.50±1.85
a

-2.61±2.24 5.491 .001

전삼각근 2.90±3.78 -3.69±4.30 2.813 .026

전거근 9.36±4.89 -5.11±3.92 .554 .597

상승모근 4.14±3.39 -2.27±4.96 3.025 .019
a평균±표준편차.

표 1. 10분 동안 타이핑 작업 시 손목보조기 착용에 따른 근피로도 분석 단위: ％

에서 전삼각근과 상승모근에서 손목보조기 착용 시에 근

피로도가 감소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그러나 중삼각근과 전거근에서는 손목 보조기 착

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20분 동

안의 타이핑 작업에서는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전삼각근과

상승모근에서 근피로도에 감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다. 40분 동안 타이핑 작업 시 손목보조기 착용에 따

른 근피로도 분석

타이핑 작업시작 시점부터 40분 동안에는 네 근육

중에서 상승모근에서 손목보조기 착용 시에 근피로도가

감소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러나 중삼각근, 전삼각근, 그리고 전거근에서는 손목

보조기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40분 동안의 타이핑 작업에서는 손목보조기의 착

용이 상승모근을 제외한 다른 근육에서는 근피로도 감

소에 효과가 없었다.

라. 1시간 동안 타이핑 작업 시 손목보조기 착용에

따른 근피로도 분석

타이핑 작업 시작 시점부터 1시간 동안에는 네 근육 중

에서 상승모근에서 손목보조기 착용 동안 근피로도가 감

소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

러나 중삼각근, 전삼각근, 그리고 전거근에서는 손목보조

기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간 동

안의 타이핑 작업에서는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상승모근을

제외한 다른 근육에서는 근피로도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타이핑 작업동안 근피로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표면 근전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면근전도는 불쾌감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작은 근육으로부터 선택적

으로 신호를 받기 어렵고 피부에서 멀리 위치한 심층

근육의 신호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안재용 등,

1998; 원종임, 2001). 그러나 Minning 등(2007)의 연구

에서 VDT 작업동안 상지 근위부의 근육의 피로도를

분석하기위해 측정한 중삼각근, 전삼각근, 전거근, 상승

모근은 표면근전도를 이용하기에 충분히 큰 근육이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표면근전도를 이용하여

네 가지 근육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표면전극과 피

부의 사이의 저항에 관련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털을

제거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

는 동안 근육의 움직임이 근전도 신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었다.

VDT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장애의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는 작업 환경적 특성, 사회학적인 특성,

개별적 특성의 요인이 있다(임상혁 등, 1997; Reeves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Szeto(2005a)와 Cook 등

(2004)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환경적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같은 실

험환경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의자는 연구대상자가 가

장 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였으

며, 모니터와 눈높이의 각도를 10°, 주관절의 각도를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2호

PTK Vol. 15 No. 2 2008.

- 78 -

근육 보조기 미착용(n1=12) 보조기 착용(n2=12) t p

중삼각근 1.93±3.02a .49±2.48 1.147 .303

전삼각근 4.57±6.41 1.35±6.98 1.544 .183

전거근 3.30±2.09 2.15±1.58 1.259 .264

상승모근 1.80±3.08 -2.08±3.11 2.685 .044
a평균±표준편차.

표 3. 40분 동안 타이핑 작업 시 손목보조기 착용에 따른 근피로도 분석 단위: ％

근육 보조기 미착용(n1=12) 보조기 착용(n2=12) t p

중삼각근 4.73±10.06a -6.49±17.29 1.659 .148

전삼각근 2.04±9.22 -2.29±5.04 -.049 .962

전거근 .36±3.91 -.06±3.59 .236 .821

상승모근 2.64±3.66 -1.59±2.49 2.477 .048
a
평균±표준편차.

표 4. 1시간 동안 타이핑 작업 시 손목보조기 착용에 따른 근피로도 분석 단위: ％

90°가 되게 하였다. 단, 실험실의 여건상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지 못하여, 의자만으로 자세를 조절하는 과정에

서 슬관절과 고관절의 각도에 대한 변수를 제어하지 못

하였다. 작업의 표준화를 위해 최정화 등(1999)의 연구

에서와 같이 모든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한컴타자연습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사용자 마다 개인적 차이를

보이는 delete 키와 backspace 키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적인 타이핑 작업 습관으로 인하여 가끔

씩 사용하는 것을 완전하게 제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핑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근

전도신호의 중앙주파수 연구를 이용하여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상지근육의 근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Szeto 등(2005b)의 연구에서는 1시간의 타이

핑 작업동안 전완의 신전근과 굴곡근 승모근의 피로도

를 연구하였으며, 1시간 동안의 작업을 5구간으로 나누

어 타이핑 작업의 각 구간의 평균중앙주파수의 변화를

비교하여 시간과 중앙주파수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위의

연구에서는 각 구간에서의 시간과 주파수의 관계만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별 추이에 따라 시작

초기 10분, 초기 20분, 초기 40분, 전체 1시간의 각 시간

대를 각각 4구간으로 나누어 중앙주파수의 변화를 피로

도 산출식을 이용하여 피로도의 값을 얻었다.

한정수(2000), Mekhora 등(2000), Babski-Reeves 등

(2005)의 연구에서는 VDT 작업은 장시간의 정적인 자세

에서 반복적인 힘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목과 상지의 피

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손목보조기를 적용하여 상지의 근피로도를 감소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전삼각근 중삼각근 상승

모근에서 근피로도의 감소를 보였으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모근을 제외한 다른 근육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전거근에서는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근피로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록(2000)의 연구에서도 1시간의 VDT 작업동안

중앙주파수 분석한 결과 손목의 굴곡근, 손목의 신전근,

승모근에서의 고주파수대역에서 저주파수 대역으로 주

파수 이동을 보였으며, 비우세측 상지에 비해 우세측 상

지에서 큰 중앙주파수의 감소를 보였다. 위의 연구결과

우세측 상지에서 피로도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모든 실험자가 우세측 상지에서 근전도를 수집

하였다. 연구결과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상위 승모근의

근피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ock 등(2004)의 연구에서 VDT 작업 시 손목지지대

의 사용이 근활성도의 감소를 보였으며(p<.05), Attebrant

등(1997)의 연구에서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작업동안 팔

지지대가 승모근의 근활성도를 감소를 보였다(p<.05).

위의 연구들이 결과 작업을 하는 동안 지지대의 사용이

근육의 활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는 타이핑 작업 초기에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중삼각근,

전삼각근, 그리고 승모근의 근피로 감소에 효과적이었

다. 이는 손목보조기가 손목을 지지하고 불수의적인 운

동을 제한하며, 전완의 무게를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상

지의 근위부 근육의 근피로도를 감소시켰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손목보조기를 통한 손목의 지지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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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cek 등(2004)의 연구에서 발보조기의 착용이 등

척성수축을 보이는 움직임에서 하지의 근활성도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발보조기를 통한 하지의 지지와 관절의

정렬이 근활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

문이며, 결과적으로 근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의 타이핑 작업에서도 상지의 지속적인 등척성 수축

이 일어나며,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초기 타이핑 작업시

상지의 근피로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손목보조기의 착

용이 장시간의 타이핑 작업에서는 승모근을 제외한 근육

에서의 근피로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초기

10분 동안의 작업에서 손목 보조기의 근피로도 감소의

효과가 이후의 시간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견괄

절 주위의 근육들이 장시간의 상지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피로누적으로 인해 보조기의

착용효과가 감쇄된 것으로 보인다. Minning 등(2007)은

제2근형세포는 제1근형세포 비해 중앙주파수의 변화가

크고 운동의 초기에 동원되며 빠른 시간에 피로가 나타

난다고 하였다. 승모근에서 장시간의 작업시에도 손목보

조기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승모근은 다른 근육에 비해

제1근형세포의 분포가 많아서 근피로가 천천히 나타나므

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

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이 손목보조기를 처

음 접한 대상자로 손목보조기에 적응 하는 시간이 부족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손목보조기

의 착용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대 정상 성인 남성 12명을 대상으로 1시

간의 타이핑 작업 동안 손목보조기의 착용유무에 따른 상

지근육의 근피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10분 동안 타이핑 작업 동안 손목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손목보조기를 착용한 집단에서

중삼각근, 전삼각근, 상승모근의 근 피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2. 초기 20분 동안 타이핑 작업 동안 손목보조기를 착용

하지 않은 집단보다 손목보조기를 착용한 집단에서 전삼각

근 상승모근의 근 피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3. 초기 40분 동안 타이핑 작업동안 손목보조기를 착

용 하지 않은 집단 보다 손목보조기를 착용한 집단에서

상승모근의 근 피로도가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5).

4. 1시간의 타이핑 작업동안 손목보조기를 착용 하지

않은 집단 보다 손목보조기를 착용한 집단에서 상승모

근의 근 피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1시간의 타이핑 작업동안

초기에는 손목보조기의 근피로도 감소효과가 있지만,

장시간의 타이핑 작업에서는 손목보조기의 착용이 피로

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

후의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

로 하여 손목보조기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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