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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환자를 검사하거나 시술할 

때 착용하는 개인보호장구인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과 작업자세가 경

추 신전근, 승모근, 요추 기립근의 근활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하 다. 9명의 신체 건강한 20대 남학생을 대상으로 방사

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할 경우와 미착용할 경우로 나누어 실제 임상의 

업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자세(자연스럽게 서있는 자세, 목을 45도 구부

리고 서있는 자세, 목을 45도 구부리고 허리를 1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

세)를  유지하는 동안 목 부위의 경추 신전근(neck extender), 어깨 부위의 

승모근(trapezius), 요추 부위의 척추 기립근(erector spinae)의 활성도를 표

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비교 분석하 다.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다.

1. 경추 신전근의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에 따른 근활성도 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작업자세에 따른 근활성도는 경추와 요

추굴곡, 경추 굴곡, 중립 자세순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승모근의  근활성도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시 경추 굴곡의 

자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작업자세에 따른 근활성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요추 기립근의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에 따른 근활성도는 통계



- vi -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작업자세에 따른 근활성도는 경추와 요

추굴곡, 경추 굴곡, 중립 자세순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시 근활성도는 승모근의 경추 굴곡 자세에서

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고, 작업자세에 따른 근활성도는 경추 신전근과 

요추 기립근의 모든 자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따라서,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보다는 작업자세가 세 근육의 

근활성도에 향을 크게 미치는 알 수 있었다.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시 승모근에서 근활성도가 높아진 것은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무게가 주

로 어깨에 부하를 주기 때문이며,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무게를 여러 곳

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투피스형 착용이나 허리벨트를 이용하는 방안이 필

요하리라 사료되며, 작업자세에 따라 경추 신전근 과 요추 기립근은 유의

한 차이가 있으므로 경추 신전근과 요추 기립근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는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시술 시 중립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자의 노력

과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핵심 되는 말 :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작업자세, 표면 근전도, 경추 신전   

               근,  승모근, 요추 기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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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중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급속한 작업환경변화로 단순반복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관련성 근

골격계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은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목, 허리, 어깨, 팔, 팔꿈치, 손, 손목의 신경, 건, 근육 및 

그 주변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특히 누적외상성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s)은 장시간에 걸친 반복 동작에 의하여 근육이나 관절, 혈

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목, 어깨, 팔, 손목 

및 손가락 등에 만성적인 동통과 감각이상으로 발전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경견완증후군 이란 이름으로 현재 직업병으로서의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반복작업 이란 오랜 시간 동안 반

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를 말하며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 형태를 말한다. 

미국 노동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1999년도 근골격계 질환이 582,340건

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누적외상성 질환은 1999

년도 246,700건으로 전체 직업병의 66%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7년도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 산업재해 보상비용의 31%가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지

급되었고 지불건수도 약 33%를 차지하 으며, 근로 손실 일은 626,000일이

었다(OSH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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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2002년 산업 재해 통계발표에 따르면 근골격

계 질환자는 1,827명으로 2001년도 보다 193명(11.8%)이 증가했다(노동부, 

2003).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는 1989년에 모 방송국에서 타자수로 근

무하던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상지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직업병으

로 처음 인정받은 이후 1991년 모 신문사에서 전산식자를 위한 입력작업자 

10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전화번호 안내원에

서 일부 제조업체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질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

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한 직종인 전화교환원(박정일 등, 1990), 

레이온공장 포장부서 작업 근로자(이원진 등, 1992), 전자렌지 조립작업자

(김양옥과 류소연, 1995), 전자제품 조립작업자(최재욱 등, 1996), 조선업 근

로자(한상환 등, 1997) 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위험요인에 대한 정량적 반응관계(dose response 

relationship)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작업 위해, 

물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심리 육체적 반응과, 이러한 심리 육체적 접

근 방법은 다시 생리학적 측정으로 연구되고 있다(Dahalan과 Fernandez, 

1993; Kim과 Fernandez, 1993). 이러한 정량적 반응 관계를 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누적외상성질환의 유발 요인인 사용 근육의 힘, 근육 피로도와 

근육 긴장도를 표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누적외상성질환의 발생과

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Hagberg, 1981;Harvey

과 Peper, 1997). 이에 반하여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고는 일부 의료서비스

업 VDT작업자의 근골격계 증상의 정도와 관련된 요인의 연구(김형렬 등, 

2003)와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질병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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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고있다. 의료기관에 종사자도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의

료기관 종사자 중 1999년도와 2000년도 업무상 질병자로 분류된 근로자수

는 각각 59명과 83명이었다. 질환별로 분류하면 1999년도에는 뇌․심장혈

관계 질환이 28명(47.4%), 감염성 질환이 27명(45.8%), 근골격계 질환이 4

명(6.8%)이 으나 2000년도에는 감염성 질환이 34명(41.0%), 뇌․심장혈관

계 질환이 32명(38.5%), 근골격계 질환이 14명(16.9%), 기타 3명(3.6%) 순

이었다(임현술과 안연순, 2003).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X-ray를 조사하여 환자를 시술 또는 

검사하는 혈관 조 실과 투시 조 실의 근무자(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

무원 등)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apron)를 착용하는 데, 이로 인하여 근무

자들의 통증호소(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등)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

생되고 있다. 아직까지 보고된 선행 연구는 없지만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가 근골격계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5일 고시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의 11가지 문

항에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근무자가 포함되지 않아 취약함을 드러

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착용과 작업자세가 경추 신전

근(neck extender), 요추 기립근(erector spinae) 그리고 승모근(trapezius)

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측정․분석함으로써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착용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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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착용이 경추 신전근, 승모근 그리고 요추 

기립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둘째, 작업자세에 따라 경추 신전근, 승모근 그리고 요추 기립근의 근활

성도에 미치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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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방사선 

    1895년 11월 8일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콘라드 뢴트겐에 의해 X-선

이 발견된 후 고도의 발전을 거듭하여 방사선은 현대 의학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에 지속적인 노출이나 

일시에 대량 노출은 인체에 유해한 향이 있어 모든 방사선 구역은 벽, 

유리창, 출입문은 납을 이용하여 차폐를 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개인보호

장구(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납 안경, 납 장갑, 갑상선 보호대 등)로 피폭을 

최소화하고 있다. 의료 방사선의 역은 크게 세 개의 역(진단, 치료, 핵

의학)으로 분류한다. 이 중 치료와 핵의학 역은 환자를 테이블에 눕히고 

장비의 제어 장치가 차폐벽 뒤에 있어 개인보호장비를 거의 착용하지 않는

다. 진단 역은 크게 일반 촬 실, 투시 조 실, computed tomography 

(CT)실,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실, 초음파실, 혈관 조 실 등으

로 구분되어지는데 초음파실과 MRI실은 각각 초음파와 자력을 이용하여 

상을 획득하는 분야라 방어복이 필요 없으며, 또한 일반 촬 실과 CT실

은 환자 테이블과 제어 장치가 멀어 차폐벽 만으로도 충분한 방어가 가능

하다. 그러나 혈관조 실과 투시 조 실은 환자 테이블에 근접하여 환자를 

검사 또는 시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와 기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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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보호장구

   방사선에 민감한 부위는 생식선, 안구, 골수, 갑상선 등이다. 그래서 주

로 착용하는 개인장비도 민감한 부위를 차폐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졌다. 그 종류는 납 안경, 납 장갑, 갑상선 보호구,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투피스형,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원피스형이 있다(그림 l).

       

       

       

       

       

    a. 납 안경                 b. 납 장갑               c. 갑상선 보호구      

               

      

           d. 투피스형 앞치마                          e. 원피스형 앞치마

                           그림 1. 개인보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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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전도(筋電圖, electromyogram)

  근육의 활동전위(活動電位)를 수집하는 것으로 인체의 피부 표면에 전극

을 부착하여 측정하는 표면 근전도 방법과, 침상전극(針狀電極)을 근육에 

삽입하여 근육 내의 한 지점에 생긴 활동전위를 표집하여 운동단위의 활동

을 검출하는 바늘 전극법이 있다. 

  표면 근전도는 근육의 활동성과 기능을 분석하는 비침습적인 방법       

이다. 대상이 되는 근육을 덮고 있는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여 피부표면에

서 근육의 활동전위의 합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집합적인 활동전위는 근육

의 수축에 의하여 발생한다. 요통의 인자 중 많은 부분이 근육의 긴장증가

에 관여하고 통증-근육경련-통증의 순환을 만들어 이러한 순환은 증상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Cobb 등, 1975). 따라서 근육의 수

축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표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얻어냄으로서 요통에 관

한 이해나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면 근전도를 이용한 척추주위 근육의 활성도 평가는 지금까지 상충되

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나 성별과 더불어 비만도가 근육

의 활동전위를 측정하는데 많은 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교란 변수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교란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구에서 요통환자

와 비요통환자 사이의 차이를 검출해낸 보고들이 표면 근전도의 임상활용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Kravitz 등, 1981; Collins 등, 1982; Miller, 

1985; Fuglevand와 Winter, 1992). 근전도 신호와 근 피로도의 관련성에 관

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신호의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주된 관심이 있었

다(Roy, 1993). 지속적인 근수축을 하는 동안 근전도 신호(myo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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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의 진폭이 증가하는 것은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근섬유의 수축 능력

이 감소함에 따라 운동단위의 동시화(synchronization)와 점증(recruitment)

의 결과라고 하 다(Bigland-Ritchie와 Woods, 1984). 적분된 근전도 신호

(integrated EMG signal)와 근력과의 비율은 이러한 피로현상을 정량적으

로 나타내는 피로 지수로 이용되었다. 이 비율의 증가는 흥분 - 수축결합

(excitation - contraction coupling)의 장애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율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전극의 위치

와 같은 피로와 무관한 요소에 의하여 측정이 민감한 향을 받는다는 점

에서 볼 때 임상적 유용성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Ro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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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실험 대상

   

실험은 모 대학 남자 재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자 9명을 대상

으로 하 으며, 평균 나이는 24세 고 키는 174cm, 체중은 170.5kg이었다 

2. 실험 기기 및 도구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는 무게가 3.5kg인 원피스형을 사용하 고(그림 2), 

선택된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면 근전도기

100WSW(BIOPAC System Inc. CA, USA)를 사용하 다(그림 3). 표면 근

전도의 전극(electrodes)은 Double differential electrodes(DE-3.1 Delsys 

Inc. MA, USA)를 사용하 고 이 전극은 폭 1mm, 길이 10mm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 중 양쪽 끝의 두개는 활성 전극(active 

electrode), 가운데 하나는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이며, 이중 차등 

앰프(double differential amplifier)로 형성되어 있다.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disposable  ground plate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 다. 3개 채널 

표면 근전도 아날로그신호는 MP100 system으로 보내져 디지털신호로 바

뀐 다음,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ledge 3.72 소프트웨어(BIOPAC 

System Inc. CA, USA)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 다(그림 3).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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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는 512 Hz이었으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band stop filter(60Hz)를 사

용하 고, RMS 처리를 하 다.     

         

              

그림 2. 방사선 방호용 원피스형 앞치마  그림 3. 근전도기(MP100WSW, BIOPAC  

                                             System Inc. CA, USA)의 정보를  

                                             개인용 컴퓨터로 전송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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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및 측정자세 구분

가. 실험 방법

   선행연구(Cram 등, 1998)를 근거로 요추 기립근의 경우 전극은 대상자

의 장골능(iliac crest)과 수평인 세 번째 요추극돌기(L3 spinous process)로

부터 외측으로 2cm 떨어져 있는 근힘살(muscle belly)에 부착하 고, 경추 

신전근의 경우 전극은 두 번째 경추에서 수평하게 외측으로 3-4cm 떨어져 

있는 근힘살에 부착하 다. 승모근의 경우 전극은 일곱번째 경추 극돌기

(C7 spinous process)와 견봉(acromion)을 연결하는 선의 중앙에서 외측으

로 1cm 떨어져 있는 근힘살에 부착하 다(그림 4). 이때 전극 부착 부위의 

피부를 알코올로 닦아 피부 저항을 최대한 감소시켰다. 

        

           그림 4. 전극의 부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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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상자에게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세 변화를 세 가지(① 자연스럽게 서있는 자세, ② 목을 45도 구부리고 서

있는 자세, ③ 목을 45도 허리를 1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로 나누어 한 

자세마다 3분씩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 고,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

한 상태에서 자세 변화를 미착용시와 동일한 세 가지(④ 자연스럽게 서있

는 자세, ⑤ 목을 4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 ⑥ 목을 45도 허리를 1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로 나누어 한 자세마다 3분씩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

다(Kwon OY 등, 2003)(그림 5). 각 측정 단계간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 다. 또한 근전도 신호

량의 개인적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집된 근전도량은 최대등척성수

축(maximun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시 측정한 근전도 신

호량으로 나누어 % MVIC로 정규화(normalization) 하 다. 승모근의 최대

등척성수축 시 근전도량은 검사자가 양쪽 어깨를 최대로 누르고 있을 때 

대상자가 어깨를 올리는 동안 근전도 신호를 5초간 수집하여 중간 3초 동

안의 값을 평균하여 최대등척성수축 시 근전도량으로 사용하 다. 경추 신

전근의 최대 등척성 수축 시 근전도 신호를 엎드린 자세에서 검사자가 머

리를 신전하지 못하게 저항을 주고 측정하 다. 요추 기립근에 대한 최대

등척성수축 시 근전도량은 검사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두 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최대한 상체를 신전하고 유지하는 동안에 측정하 다.

표면 근전도로 수집된 근전도량은 대상자마다 개인적인 차이  가 크

기 때문에 정규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등척성수축 시 근전도량

을 구한 후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착용 유, 무와 자세의 변화를 준 상태

에서 각각의 근전도량을 구해 %MVIC로 정규화하 다. 각 자세 당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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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3분은 전문가와 상의 후 정했으며 다른 연구(Hagberg, 1981; 한정수 

등, 1996; Harvey 와 Peper, 1997)에서도 측정 작업시간을 1분에서 50분까

지 임의로 정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회복시간(recovery time)을 10분 

동안 제공한 것은 근전도 신호가 한가지 자세의 측정이 끝난 후 다음 측정

에 향을 미칠 수 있어서(ANSI, 1996) 충분한 회복시간을 주어 다음 실

험의 근전도 값이 기준점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회복 시간 

후에도 남아 있을지 모를 근육의 긴장도에 대한 오차를 배제하기 위해 6가

지 측정 자세의 순서를 무작위 추출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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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5. 작업자세의 변화; ①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자연스럽

게 서있는 자세(중립자세); ②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목을 4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경추 굴곡 자세); ③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목을 45도, 허리

를 1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경추와 요추 굴곡 자세); ④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

고 자연스럽게 서있는 자세(중립자세); ⑤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목을 45도 구

부리고 서있는 자세(경추 굴곡 자세); ⑥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목을 45도, 허

리를 1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 (경추와 요추 굴곡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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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자세구분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와 작업자세에 따른 근활성도를 비

교하기 위해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와 측정자세를 구분하 다

(표 1).

표 1. 측정자세구분

①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있는 자세

(중립자세) ②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목을 4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경추 굴곡 자세) ③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목을 45도, 허리를 1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경추와 요추 굴곡 자세) ④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자연스럽게 서있는 자세(중립자세) ⑤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목을 4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경추 

굴곡 자세) ⑥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목을 45도, 허리를 15도 

구부리고 서있는 자세(경추와 요추 굴곡 자세).

자세  앞치마 착용 유, 무 측정자세

① 미착용 중립 자세

② 미착용 경추 굴곡 자세

③ 미착용 경추와 요추 굴곡 자세

④ 착용 중립 자세

⑤ 착용 경추 굴곡 자세

⑥ 착용 경추와 요추 굴곡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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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실험 결과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의 근활성도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 비모수 검정인, 대응-2표본의 Wilcoxon(W)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자세의 변화에 따른 근활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

수 검정인, 대응-k표본의 Friedman(F)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개인용 컴퓨터에 입력한 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versio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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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경추 신전근 근전도 결과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경추 신전근의 근전도 량은 방사선 방호용 앞

치마를 착용 후 목을 45도, 허리를 15도 구부린 자세 고, 가장 낮은 근전

도량은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서있

는 자세 다. 경추 신전근의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에 따른 근

활성도 결과는 착용 시가 미착용 시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작업자세에 따른 근활성도 결과는 중립자세

에서 경추 굴곡, 경추와 요추 굴곡자세로 갈수록 증가하 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 2).

표 2.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와 작업 자세에 따른 경추 신  

          전근 근전도 결과

단위, %MVIC;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의 통계는 Wilcoxon분석을 이용했

고, 작업 자세에 따른 통계는 Friedman분석을 이용하 다.

착용＼자세 중립 경추 굴곡 경추와 요추 굴곡 x2 p

미착용 7.97 ± 4.59 9.47 ± 5.66 10.57 ± 6.08 18.0 0.01<

착용 8.06 ± 4.52 9.37 ± 5.53 11.22 ± 6.85 18.0 0.01<

z/p 0.46/0.68 0.53/0.59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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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모근 근전도 결과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승모근의 근전도량은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 후 목을 45도 구부린 자세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근전도량은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있는 자세 다. 승모

근의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에 따른 근활성도는 착용 시가 미

착용 시보다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경추 굴곡자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작업자세에 따른 승모근의 근활성도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3).

표 3.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와 작업 자세에 따른 승모근  

           근전도 결과 

단위, %MVIC;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의 통계는 Wilcoxon분석을 이용했

고, 작업 자세에 따른 통계는 Friedman분석을 이용하 다.

착용＼자세 중립 경추 굴곡 경추와 요추 굴곡 x2 p

미착용 0.88 ± 0.68 0.94 ± 0.69 0.94 ± 0.51 0.71 0.70

착용 1.12 ± 0.55 1.33 ± 1.00 0.95 ± 0.42 2.67 0.26

z/p 1.66/0.10 2.19/0.03 0.8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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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추 기립근 근전도 결과

요추 기립근의 근전도 측정결과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경우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목을 45도, 허리를 15도 구부린 자세 고, 

가장 낮은 근전도량은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연스럽게 서있는 자세 다. 척추 기립근의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에 따른 근활성도 는 착용 시가 미착용 시보다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작업자세에 따른 근

활성도는 중립자세에서 경추 굴곡, 경추와 요추 굴곡자세로 갈수록 증가하

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4).

표 4.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와 작업 자세에 따른 경추 신  

          전근 근전도 결과  

단위, %MVIC;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의 통계는 Wilcoxon분석을 이용했

고, 작업 자세에 따른 통계는 Friedman분석을 이용하 다.

착용＼자세 중립 경추 굴곡 경추와 요추 굴곡 x2 p

미착용 8.94 ±5.69 11.24 ±6.77 21.06 ± 6.62 18.0 0.01<

착용 9.42 ± 5.59 12.60 ± 6.59 20.11 ± 6.22 16.2 0.01<

z/p 0.65/0.52 1.24/0.21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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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의료기관 종사자는 열, 소음, 방사선 등의 물리적 요인, 독성 화학물 질, 

생물학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폭력,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백도명, 1992;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미국의 경우 일반적

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80%이상이 한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며(LaBar, 1992), 생물학적 요인과 근골격계 요인에 의한 위험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aver 등, 1993). 

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주원인으로는 환자를 옮기는 일, 물건을 

취급하는 일 및 컴퓨터 자판작업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환자를 옮기는 일

과 관련된 요통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egmann과 Garg, 1999). 

그 외에 아직까지 특별히 연구된 사례는 없었지만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므

로 여러 종류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그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발생 

원인적 요인을 알고 있을 때이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작업자세, 반    

복정도, 작용하는 힘, 그리고 상기의 복합적 요인에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작업 요인을 포함한 전반적 위험요인들은 첫째, 물리적 작업 요인으로    

힘, 반복, 자세, 진동 그리고 상기의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이 있으며, 

둘째,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인체 계측, 비만정도, 근력 등이 있고, 

셋째, 개인적인 해부학적 차이, 넷째, 전신질환, 기타 스포츠 활동, 작업의 

숙련도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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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투시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사자들도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종사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은 주로 자각증상으로 시

작하여 만성 퇴행성 변화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의학적 특수성 때문에 작업

부담자의 자각증상이 질환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철수 등 1999).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인

자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의료계에 종사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다소 안이

하게 취급하고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하 다

는 점과 그들의 작업환경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연관성을 규명하 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직업군은 상당히 많아서 미국의 

경우, 보건분야 종사자는 9백만명이 있고 병원 종사자는 4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전체 근로자의 4%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epartment of Labor, 1997). 한국의 경우 2000년 의료기관 종사자는 

257,089명이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119,726명(46.6%)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사무, 기계, 환경, 일용직 근무자 등의 타 직종 

근무자와 실습 학생을 포함한다면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보건복지부, 2001; 임현술, 2002). 문제는 이러한 종사자들이 의료기관의 

특성상, 또는 근무여건상 누구나 언제든지 투시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근

무하게 되므로 근골격계 질환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 을 경우, 작업종사자들

이 주로 호소하는 3부위의 근육(승모근, 경추 신전근, 요추 기립근)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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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부위에서 측정한 승모근만이 연관성이 있었다. 실제로 임상에서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움직임을 크게 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서는 목

이나 허리에는 커다란 자각 증상이 없으며, 어깨 부위의 스트레스를 경험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무게가 어깨에 집중되고 있으며, 장시간 착용으로 인한 

과부하가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승모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전국의 대다수의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 제품 대신에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석이

나 텅스텐을 납과 합금한 대체 용품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또 다른 방안으

로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무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투피스

형 제품의 착용이나 허리벨트를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두 

가지 방안에 근접한 제품들이 임상에 유통되고 있으나 가격면에서 다소 고

가이므로 경 진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많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세의 변화에 따른 근전도량을 비교한 결과, 목 부위의 경추 신전근과 

허리 부위의 요추 기립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자의 자

세나 불필요한 움직임에 의해 해당 근육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실예로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누워있는 테이블의 높낮이 조

절은 가능하지만 시술 또는 검사 시 필요한 물품을 올려놓은 테이블은 고

정식이고 높이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술자가 무리하게 허리를 구부리

거나 이동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물품을 준비하는 테이블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환하여 시

술자의 신체조건과 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용함이 우선시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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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에 무리를 최소화될 수 있는 올바른 자세의 교육과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연령, 성별, 해부학적 차이, 전신질환의 요소는 개선

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질병이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적

절한 자세의 교정, 작업장 환경의 개선 등의 대책을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Viikari-Ventura, 1998)과 반복 작업에 의한 누적외상성질환의 

발병요인으로는 주로 작업자 요인, 작업 요인, 작업장 요인 그리고 진동 및 

저온 등의 환경요인이라는 보고(OSHA, 1996 : 박희석 등, 1997) 등과 부합

되는 방안으로 시급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몇 가지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실험대상 인원이 적었고 실제로 임상에서 방사선 방호

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닌 20대의 젊은 학생을 대상

(성별, 연령에 따른 근력, 근무 경력 등을 무시)으로 하 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람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근무하는 사람중 성별, 연령,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는 실제로 임상에서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

무하면서 측정한 것이 아닌 가상으로 설정하여 측정되어진 근전도 값이라 

실제 근무시의 근전도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면 근전

도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전극은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잡음(noise)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가급적 잡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적으로 실험을 

하 다. 향후 동적으로 측정 시 잡음이 최소화되는 장비가 개발되면 실제 

업무에 임하면서 측정하는 전향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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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연구는 실험 대상 근육을 경추 신전근, 승모근, 요추 기립근만

으로 제한하 는데 그 외에도 하지의 근육에도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향 후 하지의 근육에 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넷째, 이 연구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중 원피스형만을 대상으로 실험

하 는데 투피스형과 갑상선 보호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 을 경우에 근전도의 변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 연구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중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착용과 자세의 변화가 근활성도에 얼만큼의 향을 미치

는지 표면 근전도를 실험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 지어본 최초의 연

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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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환자를 시술하거나 검사시 개인 피폭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착용과 작업자세가 근활성

도에 어느 정도의 향을 주는지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대의 남자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추 신전근에서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에 따른 근활성

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작업자세에 따른 근활성도는 경추와 요추 

굴곡, 경추 굴곡, 중립 자세순으로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2. 승모근에서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에 따른 근활성도 는 

경추 굴곡의 자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자세에 따른 근

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요추 기립근에서는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에 따른 근활성

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작업자세에 따른 근활성도는 경추와 요추 

굴곡, 경추 굴곡, 중립 자세순으로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의 착용이 승모근의 근활성도에 

향을 주고 경추 신전근과 요추 기립근은 방사선 방호용 앞치마 착용 유, 

무보다는 자세가 구부려질수록 근활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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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환경의 개선과 대체 용품의 구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노동부에서 고시한 산업안전법의 ‘근골격계 부

담작업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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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  Radio-Protective Apron and Working Posture on 

EMG Activities of Muscles of Neck Extender, Trapezius, and 

Lumbar Erector Spinae

 Lim Sick Lee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radio-protective apron and working posture on EMG activities of 

muscles of neck extender, trapezius, and lumbar erector spinae.

  The EMG activities of three major muscles (neck extender, trapezius, 

erector spinae) were measured using surface electromyogram in 9 

healthy volunteers. The measurement was repeated in the volunteers 

with and without radio-protective apron during three most common 

postures in daily practice ([a] neutral posture, [b] 45 degree flexion of 

neck, and [c] 45 degree flexion of neck and 15 degree lumbar erector 

spinae). 

    The surface EMG were higher with radio-protective apron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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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apron in all the three muscles. However,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only in trapezius (P<0.05). In evaluation 

according to postures, the EMG of neck extender, erector spina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osture (b) and (c) than (a)(P<0.01). However, 

the activity of tapeziu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postures.  

   As the radio-protective aprons induce overload of muscles of 

trapezius, the methods which disperse the weight of apron such as 

two-piece apron or supportive belt are needed. The posture is also 

important factor because flexion postures induce overload of cervical 

and lumbar spinal muscles. 

Key word : radio-protective apron, working posture, surface EMG, neck 

extender, trapezius, erector spin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