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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quantify the neck fatigue of the office worker
in Visual Display Terminal (VDT) work using the parameters of the flexion-relaxation
phenomenon.
Background: VDT work comprises a large proportion of the office worker' tasks.
Although VDT work requires relatively less loads, it can stress the neck and shoulders
of the workers who work for a long period time with awkward sitting postures. In
spite of that many office workers are suffering from neck and shoulder pains, the
current solution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office workers is only a management
approach. Thus, it is important to precisely quantify the fatigue of VDT workers for
reducing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office workers and for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
Method: For this experiment, 23 males were recruited to compare flexion-relaxation
parameters such as Flexion-Relaxation Ratio (FRR) and On/Offset angle, and subjective
discomfort (Borg CR-10 scale) before and after VDT task during 50 minute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forward head posture (FHP) high risk group and FHP
low risk group) based on the pre-FHP test.
Results: FRP parameters changed after VDT task. The FRR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On/Offset angles showed an increasing trend after the task. CVA was slightly
lower in FHP high risk group during 50 minute of VDT task. Using this result, it was
found that high risk group of FHP was maintained at a lower posture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he subjective discomfort also increased after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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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VDT work causes fatigue to the worker. And this
fatigue can be quantified using FRP parameter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FRR can be used as an index to confirm the abnormality of neck.
Application: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quantify the fatigue caused by VDT work
in office workers, and to further validate the improve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Keywords: Visual Display Terminal (VDT), Forward Head Posture (FHP), FlexionRelaxation Phenomenon, Flexion-Relaxation Ratio (FRR), Craniovertebral Angle (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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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017년 기준, 사무직 종사자는 전 직종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작업 대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한 Visual Display Terminal
(VDT) 작업으로 이루어진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7). 일반적으로 VDT 작업은 비교적 적은 부하가 요구되지만, 부적절
한 자세로 장시간 계속될 경우, 작업자의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어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주 20시간 이상의 VDT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더욱 큰 부하에 노출되어 있다(Hünting and Grandjean, 1981; Mekhora et al., 2000; Bergqvist et al., 1995; Lee
et al., 2007). VDT 관련 근골격계질환 중, 거북목 증후군이라 불리는 두부전방자세(Forward Head Posture; FHP)는 대표적인 VDT 증후
군이며, 경추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cervical erector spine (CES)에 피로를 유발한다(Yoo et al., 2011). Kim et al. (2010) 연구에 따르면, 직
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대상 또한 생산직에서 사무직까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전
체 사무직 종사자 중 약 30%가 등, 목, 그리고 어깨 통증을 경험하고 있어(Yoo et al., 2006),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근골격계질환이 사
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VDT 작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Park and Kong (2006)은 사
무작업에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인간공학적인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Kim and Lee (2007)은 VDT 작업 중, 신체의 불편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휴식시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꾸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직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의 해결법은 생산직 근로자의 해결법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VDT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의 감소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VDT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정확히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근육의 피로도를 정량화 하는 도구에는 대표적으로 근전도 frequency 분석과 Flexion Relaxation Ratio (FRR) 등이 있다. 근전도 frequency
분석은 신뢰도가 높으며 근피로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낮은 부하에는 뚜렷한 변화를 찾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FRR은 짧은 시간의 피로만으로도 변화가 나타나(Zabihhosseinian et al., 2015) 낮은 부하의 피로를 정량화하기 좋은 지표이
며, EMG frequency와의 신뢰도 또한 0.92로 매우 높다. FRR은 최대 굴곡 전 근활성도가 낮아지는 현상인 Flexion Relaxation Phenomenon
(FRP)의 변수 중 하나이며, 안정화를 담당하는 근육인 허리와 목에서 주로 관찰된다(Murphy et al., 2010).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
인은 천근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하가 passive tissue로 전이하거나(Panjabi, 1992a; Panjabi, 1992b; Colloca and Hinrichs, 2005), 혹은 심근
으로 전이(Andersson et al., 1996; McGill et al., 1996)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며, 통증이
있거나 근육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환자의 재활 지표로 사용하거나 근육의 피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된다(Watson et al., 1997; Airaksinen et al., 2005; Colloca and Hinrichs, 2005; Othman et al., 2008; Murphy
et al., 2010; Maroufi et al., 2013; Nimbarte et al., 2014a, b). FRR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은 2.5로,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목에 통증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Pialasse et al., 2009).
VDT 작업의 목 자세를 정량화 하는 여러 지표들 중, FHP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craniovertebral angle (CVA)는 tragus와 C7을 잇
는 점과 절대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말하며(Kim et al., 2011), FHP에 가까울수록 CVA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Raine and Twomey,
1997). 이전 연구들에 의해서 CVA는 FHP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3가지 각도(Craniovertebral angle; CVA, Head Tilt Angle; HTA, Head
Position Angle; HPA) 중 가장 신뢰도 있는 지표임이 증명되었다(Lee et al., 1995; Salahzadeh et al., 2014).
현재 VDT 작업에서의 목의 피로를 정량화한 연구들 중, FRP를 이용하여 VDT 작업의 피로를 정량화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FRP의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VDT 작업에서의 목의 피로도를 정량화하고 거북목 위험수준(고위험군과 저
위험군)에 따른 FRP 매개변수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한다.

2. Methods
2.1 Participants
본 연구는 VDT 작업에 익숙한 2~30대 대학원생 23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피험자는 사전 FRR 결과에 따라(FRR 2.5;
Pialasse et al., 2009), 고위험군(6명)과 저위험군(17명)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아래
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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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anthropometric data (mean ± SD)
Age (yr.)

Height (cm)

Weight (kg)

Sitting height (cm)

26.8±2.7

173.8±3.5

76.7±10.3

91.4±3.4

2.2 Experimental design
본 실험의 독립변수는 Task 전/후(Pre/Post)와 피험자 그룹(고위험군, 저위험군)이며, 각 종속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2.1 FRR
Figure 1.a에서의 Phase 3과 Phase 4의 EMG RMS 값의 비율로서, Equation (1)으로 정의된다.

FRR =

· · · · · · (1)

2.2.2 Onset angle and offset angle
Figure 1.a에서, FRR이 시작 및 종료되는 각도로써, Onset angle은 phase 2에서 EMG amplitude가 maximum EMG in phase 4의 40% 이
하가 되는 각도로 정의되며, Offset angle은 phase 4에서 maximum EMG in phase 4의 40% 이상이 되는 각도로 정의된다(Pialasse et al.,

EMG RMS (μV)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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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CVA
Tragus와 C7을 잇는 선과 C7에서의 절대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말하며(Figure 1.b), 이 각도에 따라 크게 3가지 위험수준으로 구분된
다(Kim, 2018).
Good: 48.7 ≤ x
Fair : 43.8 ≤ x < 48.7
Bad : x < 43.8

2.2.4 Subject discomfort rating
피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도를 정량화하는 지표를 말하며, Borg's CR-10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불편도는 각각 task
전/후에 FRR test를 실시하기 전, 신체부위(목, 어깨, 허리)별로 측정하였다.

2.3 Instrumentation
본 연구는 목 근육의 근전도 평가를 위해 Noraxon사의 근전도 측정기 DTS System (TeleMyo 2400 DTS, Noraxon, Arizona, USA)을 사용
하였다. DTS system은 Wi-Fi를 이용한 완전 무선 방식으로, 실험 중에도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2개 채널을 사용하여, C4 수준의 cervical erector spine (CES)에 부착하였으며, 척추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2.5cm 떨어진 위치
에 전극을 Figure 2.a와 같이 부착하였다(Wirth and Cram, 1997).
목의 굴곡 각도는 Open CV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을 위해 Tragus와 C7에 마커를 부착하였다. 촬
영은 피험자 오른편에 고정된 Web cam (HD Webcam C270, Logitech Korea)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Figure 2.b).
EMG data와 Open CV data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측정을 시작할 수 있는 마우스 매크로를 제작하여 사용하였
으며, 각각 1,000Hz, 10Hz의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EMG Data는 주파수 대역폭 80~250Hz로 필터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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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perimental protocol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험자는 피험자의 기본적인 인체치수 등을 측정한 후,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방법, 주의사항 등의 실
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CVA 측정과 EMG 데이터 수집을 위해 C7과 Tragus에 마커와 CES에 전극을 각각 부착하였다.
우선, 목의 FRR test를 위해서, 피험자는 등을 기대지 않은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90° 무릎굴곡자세에서 시작하였다(Murphy et al., 2010).
테스트는 총 4개의 Phase로 나뉘어져 있으며, Phase 1은 중립자세에서 5초간 정면을 응시 및 유지하는 단계이고, Phase 2는 목을 5초
간 천천히 최대 굴곡까지의 이르는 단계이며, Phase 3에서는 phase 2의 최대굴곡자세를 5초간 유지한 후, Phase 4에서 5초간 다시
phase 1의 중립자세로 회복하는 단계로 나뉜다. 이 때, 일정한 속도 유지를 위해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청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으며, 실험자가 구두로 피드백을 주었다. Phase 1의 초기자세와 Phase 4의 마지막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피험자의 눈높이
에 해당하는 벽에 마커를 표시하여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Zabihhosseinian et al., 2015).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본 실험 전, 충
분한 사전 연습을 수행하였다. 각 trial간에는 1분간의 휴식이 제공되었다. 본 테스트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거북목 위
험수준을 판단 및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VDT task는 모든 피험자에게 같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피험자의 앉은 눈높이가 화면 상단부에서 1/3지점 높이에 오도록 조정하였
다. Task는 Microsoft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하여 화면 왼편에 표시된 지문(Figure 3, left)에 따라 PPT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총 50분간 수행되었다(Figure 3, right) (Cho and Hwang, 2014). 주관적 불편도는 Borg's CR-10 Scale을 이용하여 목, 어깨, 그리고 허리에
대해 평가되었으며, 각각 Task 전/후에 수행되었다. 각 Scale에는 피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평가수준에 대한 설명(description)이
제공되었다.

2.5 Statistical analysis
실험 전/후와 피험자 그룹에 따른 FRR, on/offset angle, 주관적 불편도 값을 비교하기 위해 Two-Way-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RR, On/Offset angle의 경우에는 5번의 trial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3번의 data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피험자 그룹간의 CVA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http://jesk.or.kr

672 Yong-Ku Kong, et al.

J Ergon Soc Korea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SPSS Inc, release 18.0,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α)은 0.05로 선정
하였다.

3. Results
3.1 FRR (Flexion Relaxation Ratio)
Task 전/후(Pre, Post)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0.015), Task 후의 FRR (3.09)은 Task 전의 FRR (3.4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ure 4). Task 전/후와 피험자 그룹간의 교호작용은 저위험군(Pre: 4.06, Post: 3.57)은 고위험군(Pre: 2.15, Post: 2.00)
보다 task 전과 후의 차이가 유의하게 큰 경향을 보였다.

3.2 On/Offset angle
On/Offset angle에 대한 주효과와 교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On/Offset angle 모두 Task 후에 증가하는 경향
이 나타나며, 저위험군보다 고위험군에서 더 높은 angle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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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raniovertbral angle (CVA)
그룹간의 CVA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고위험군 피험자 그룹의 CVA (41.03±3.71)가 저위험군의 CVA
(45.19±7.43)에 비해 약 4° 정도 더 낮았다. 3가지 위험수준(Kim, 2018)에 해당하는 CVA의 분포를 피험자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Figure
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 =0.033). Good level (CVA가 48.7° 이상인 자세)의 경우, 저위험군(38.4%)은 고위험군(8.0%)
에 비해 약 5배 정도 더 오래 좋은 자세를 보여준 반면, Bad level (CVA가 43.8° 이하인 자세)의 경우, 저위험군(45.2%)은 고위험군(71.2%)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Fair level (CVA가 43.8°과 48.7° 사이인 자세)의 경우는 저위험군(16.4%)과 고위험군(20.9%)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4 Subjective discomfort rating
Task 전과 후(pre/post)가 주관적 불편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p =0.022). Task 후의 주관적 불편도
는 2.98로 Task 전의 2.36보다 유의하게 큰 불편도를 보였다(Figure 7, left). 피험자 그룹에 따른 주관적 불편도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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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p =0.015), 각각 저위험군, 고위험군에서 2.44, 3.19로 고위험군이 저위험군보다 더 높은 불편도를 나타내었다(Figure 7, right).
신체부위별 불편도 분석에서는 목(2.82), 어깨(2.60), 그리고 허리(2.59) 순으로 일반적으로 피험자 그룹에서 목에 대한 불편도가 어깨나
허리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746). 비록, Task*그룹 및 그룹*신체부위간의 교호작용 또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피험자 그룹에 따라 신체 불편도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저위험군은 목, 어깨, 허리 순으로
불편도가 나타난 것에 반해, 고위험군은 허리, 목, 어깨 순으로 불편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ubjective discomfort of body parts in both high-/ low-risk group
Low-risk group

High-risk group

Total

Neck

Shoulder

Back

Total

Neck

Shoulder

Back

Pre

2.15

2.44

2.25

1.75

2.83

2.71

2.57

3.21

Post

2.73

2.94

2.63

2.63

3.55

3.50

3.36

3.79

Average

2.44

2.69

2.44

2.19

3.19

3.11

2.97

3.50

4. Discussion &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VDT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정량화하기 위해 다양한 FRP 매개변수(CVA, FRR, On/Offset angle, 주관적 불편도)를 이용하
였으며, FRR 2.5를 기준으로 거북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목의 피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FRR은 주로 목의 통증이나 이상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사용된다. 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FRR이 낮게 나타나며(Murphy et al., 2010; Maroufi et al., 2013; Zabihhosseinian et al., 2015), 이는 통증이 심한 환자는 물론이
고, 통증이 적은 경우 또는 통증이 없더라도 목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urphy et al., 2010). 이런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은 목의 이상을 판단하는 2.5를 기준(Pialasse et al., 2009)으로 피험자군을 결정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적으로, Task 후의 FRR은 저위험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고위험군의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Zabihhosseinian
et al. (2015)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CES의 70% MVC를 연속적으로 발휘하여 피로하게 한
후에 목 통증환자와 대조군으로 나누어 FRR을 비교하였는데, 대조군은 피로 후에 유의하게 FRR이 감소한 반면, 목 통증환자는 소폭 증
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저자는 이러한 원인을 Slow twitch (type Ⅰ)의 비율 차이라
고 설명하였다. 목에 통증이 있는 환자군은 사고 혹은 여러 이유로 피로에 강한 Slow twitch (type Ⅰ)에 손상을 입어 피로도에 민감한
Fast twitch (type 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동에서조차 피로감을 느끼며, 이 때문에 추가적인 부하로 인한 감소폭이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본 실험에서 FRP parameter는 task 후에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FRR은 피로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On/Offset angle은 유의하
지 않았지만, 모두 피로 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이전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모두 피로 후에 FRR이 감소하고, On/Offset
angle이 증가(Relaxation phase가 증가하는 방향)하였다(Descarreaux et al., 2008; Nimbarte et al., 2014a, b; Zabihhosseinian et al., 2015).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신경근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며, 안정화를 담당하고 있는 근육(CES)이 피로함에 따라 근육 내부의 발화율이 증
가하여 동일한 모멘트에도 amplitude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대굴곡 구간인 phase 3 (relaxation phase)에서의 amplitude가 증
가되어 결과적으로 FRR은 감소하게 된다(Nimbarte et al., 2014a). On/offset angle의 증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피
로한 근육은 굴곡에 의한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심근 혹은 passive structure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relaxation phase의 길이가 증가(on/offset angle 증가)를 야기시킨다(Descarreaux et al., 2008; Shin and Yoo, 2014b; Zabihhosseinian
et al., 2015). 이러한 주장은 척추 안정 시스템 중 하나가 피곤해지면 다른 시스템에서 보완한다는 Panjabi 이론의 한 부분과 같은 맥
락이라고 할 수 있다(Panjabi, 1992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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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연구에서 On/Offset angle의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task의 난이도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 'Sorenson Fatigue Protocol' (Lee et al., 2005), '일정시간 동안의 Overhead work' (Shin et al., 2012), 또는 'CES의 반복적인 70%MVC 발
휘'(Zabihhosseinian et al., 2015)와 같이 단시간에 많은 피로를 유도한 후의 분석에서는 On/Offset angle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스마트 폰의 사용 자세에 따른 목의 피로 여부'(Shin and Kim, 2014), 또는 '30분간 VDT Task 수행'(Shin and Yoo, 2014a)
등과 같이 비교적 낮은 부하조건에서의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후자의 연구팀들과 같이 비
교적 낮은 부하를 요구하는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On/Offset angle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VDT task 시 목의 자세를 정량화 하기 위해 측정한 CVA는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보다 4° 정도 더 낮은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고위험
군이 FHP의 경향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HP는 낮은 CVA에서 나타나며(Raine and Twomey, 1997),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목과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된다(Yoo et al., 2006). 이는 중립자세의 3.6배에 해당하며(Sauter et al., 1991) 앉은 자세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심해져 목에 많은 부하를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Chae, 2002). 본 실험의 CVA 위험수준분포(Figure 6)에서도, 고위험군
은 저위험군보다 Good level (47.8° ≤ CVA)에 해당하는 CVA의 분포가 적은 반면, Bad level (43.8° ≥ CVA)에 해당하는 CVA의 분포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의학적인 기준이 아닌 FRR을 이용하여 분류하더라도, FRR이 2.5보다 낮은 그
룹은 거북목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관적 불편도 역시 고위험군이 저위험군보다 목의 주관적 불편도가 높게 나와, FRR이 목의 이상 여부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봤을 때, VDT 작업은 목에 피로를 유발하며, 이 때 발생한 피로는 FRR을 이용하여 정량화 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피험자 그룹간의 수의 차이가 커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이전 연구 결과와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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