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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uideline of operation phase
to minimize the injurie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 in manual material handling
(MMH) task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guide is presented as the preparing
phase, lifting phase, carrying phase, and lowering phase. Also, we summarized the
non-numerical general guideline for MMH task.

Email : mcjung@ajou.ac.kr

Background: Manual material handling is still the main cause to develop the
musculoskele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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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Procedures of literature reviews are classified into data base selection,
keyword search, title review, abstract review related literature selection, guideline
review and arrangement. A total 48 papers or books were analyzed in detail by title
and abstrac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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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 preparing phase, we suggested the basic condition in MMH, preparing
procedure, clothing and protective equipment, and education. In lifting and carrying
phase, we recommended maximal acceptable weight by frequency and body posture.
In lowering phase, we suggested the maximal lower weight and safety body postures.
Finally, we recommended general guidelines and guideline items for MMH. A general
guideline is to suggest the worker selection, technical education, and work design
parts.
Conclusion: We suggested the guideline on the four operation phase of MMH
such as preparing, lifting, carrying, and lowering.
Application: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as a guideline for the proactive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the workers in MMH task.
Keywords: Manual material handling, Preparing, Lifting, Lowering, Carrying,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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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반작업은(Manual Material Handling; MMH) 물건을 인체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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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물 운반과 지지, 지정장소나 운반차량 등에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모든

올리거나 내려 놓거나 당기거나 밀어 옮겨 놓는 작업을 말한다. 또한 정지 자세에서
작업이 포함된다(Kim, 1997). 인력운반작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작업이 제한되며, 만약 작업이 자신의 능력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육체적 피로를 증대시키고 작업능률이 저하되며 나아가 안전사고로 까지 연결될
수 있다(Garg and Saxena, 1979). 인력운반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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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에 의한 요통, 협착, 낙하, 충돌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추 염좌에 의한 요통이다(Kim, 1997). 요통은 근골
격계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써 자신의 능력 한계를 초과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무리해서 장기간 수행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다(Ayoub et al., 1987; Liberty Mutual Insurance, 2004). 2016년 산업재해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요통이 전체 질병재해자의 약 34.8%
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신체부담작업이 26.6%를 나타냈다(고용노동부, 2016). 요통과 신체에 부담을 주
는 대표적인 작업은 인력운반작업으로 많은 분야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화 및 기계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분
을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대표적인 작업이다(Garg, 1983; Mo et al., 2010).
인력운반작업은 크게 중량물 특성, 작업 특성, 작업자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부하에 차이를 나타낸다(Mack et al.,
1995). 각 특성별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중량물 특성은 크기, 무게, 무게 중심, 모양, 힘의 형태(들기, 내리기, 당기기 등) 등이 있으며,
작업 특성은 반복, 지속시간, 속도, 일 압박, 보조기구 사용 유무 등이 해당한다. 작업자 특성은 개인차가 가장 큰 요인으로써 성별,
나이, 인체치수, 근력, 훈련 및 기술, 작업동기 등이 해당하며, 환경적 특성은 작업공간과 장비와의 양립성(Compatability), 공간제약,
장애물 존재 여부, 지형/바닥 표면 상태, 표면 마찰력, 기울기 또는 경사로, 조도, 진동 등이 있다.
인력운반작업은 크게 준비 단계, 들기 단계, 운반 단계, 내리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준비 단계는 인력운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및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써,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 준비 단계에 대
한 선행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운반방법, 운반단계 결정, 요통방지 체조, 안전운반 통로 확보 등의 작업환경 준비, 복장 및 보
호구 제공,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2).
들기 단계는 인력운반작업에서 가장 신체적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작업 단계로써, 특히 허리부분에 많은 부하가 발생한다. 들기
단계에서는 물체를 드는 자세에 따라 허리에 받는 부하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가령 20kg의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힌 자세로 들어 올릴 때에는 허리를 세운 자세로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릴 때보다 3번 요추(L3)에 걸리는 부하가 약 62% 증가한
다(Hansson et al., 1980).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들기 빈도와 중량에 따른 최대 허용 중량을 연구하고 있다.
운반 단계는 들기 단계 이후의 작업 단계로써 정해진 장소 또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운반 단계에서 작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체의 중량, 물체의 너비와 높이, 운반 빈도, 운반 거리가 있다(N.C Department of Labor, 2014). 운반 단계
에서는 작업자의 팔, 어깨, 허리에 많은 부하가 발생한다. 운반 단계에서도 운반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Bhambhani et al. (1997)
의 연구에 의하면 중량물을 몸에 붙여서 운반할 때 중량물의 30~40%의 중량이 몸에서 지지하게 됨으로 팔과 어깨에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인력운반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내리기 단계는 운반 단계 이후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해당 장소 또는 공간에 물체를 내리는 작업을 말
한다. 내리기 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인력운반작업의 다른 단계보다 관련 연구가 적으며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또한 많지 않다.
특히 ISO 11228-1 (2003)과 영국의 L23 등에서도 내리기 단계와 들기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들기 규정의 권장 중량과 작업 빈도를
함께 적용하여 사용한다.
요통 발생 및 작업 중 신체부담을 많이 느끼는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오랜 기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허용 중량 및 빈도 등의 일부 영향 인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운반작업의 운영 단계별 가이드라인은 체
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인력운반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
격계 관련 상해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가이드라인을 운영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준비 단계, 들
기 단계, 운반 단계, 내리기 단계로 제시되며 각 단계별 영향 인자에 대한 주요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포함 여부를 정리하였다. 마지
막으로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법을 함께 정리하였다.

2. Literature Review Methods
인력운반작업의 운영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하여 논문, 서적 및 보고서를 선별하여 운영 단계별 내용을 정리 요약하였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PubMed, Elsevier Science, ScienceDirect databases, Google Scholar, DBpia, RISS, KISS 등의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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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Engine을 선정하고 1980~2017년 현재까지 등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제목에 적절하게 선택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논문, 서
적 및 보고서를 검색하였다. 가이드라인 제안을 위한 검색 영문 키워드는 "Manual material handling", "Lifting", "Lowering", "Handling",
"Carrying" 등이었으며, 국문 키워드는 "인력운반작업", "수동물자취급", "들기", "내리기", "나르기", "운반" 등을 활용하였다.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는 제목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초록 검토를
실시하였다. 목 검토를 실시하는 이유는 너무 방대한 수의 자료가 검색되고, 이중에는 관련이 적은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이후 초록 검토를 토대로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안될 자료를 선정하였다.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최초 선정된 자료의 수는 총
285개 이었으며, 제목과 초록 리뷰를 통하여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 총 48편을 최종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
하였다(Figure 1).

Figure 1. Methodology of literature review

3. A Guideline on the Operation Phase in MMH
3.1 Preparing phase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70호에서는 인력운반작업의 준비 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고시는 크게 1.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2. 인력운반작업을 위한 준비과정, 3. 복장 및 보호구 착용, 4. 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숙련된 경험자를 작업 지휘자로 선정하여 운영방법, 운반 단계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의 체력, 키 등을 고려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작업 지휘자의 지시
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무게 중심이 높은 중량물은 인력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력운반작업의 준비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사전준비 및 환경적 준비사항을 아래와 같이 포함하고 있다.
1) 작업시작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벼운 운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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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통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운반 통로를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회 운반통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업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인력운반작업 시 복장 및 보호구 착용에 대한 제안은 아래와 같이 5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1) 상의 작업복의 소매는 손목에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2) 하의 작업복 바지자락은 안전화 속에 집어넣거나 발목에 밀착이 가능하도록 조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갑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에 잘 맞는 제품을 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
4) 분진이 발생하는 물건을 취급할 때 또는 분진작업자에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방진마스크와 보안경
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유해 · 위험물로부터 방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선정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력운반작업 담당자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1) 요통장비 및 안전 작업을 위한 작업방법 교육
2) 중량물 또는 위험물 취급 시 주의사항 교육
3) 작업경로에 관련된 사항 검토 교육

3.2 Lifting phase
들기 단계는 인력운반작업의 운영 단계에 있어서 신체적인 부하가 가장 심하고, 특히 허리부위에 집중적으로 부하를 야기한다. 들기
단계에서는 들기의 자세, 들기 빈도와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들기 단계에서 작업 자세는 3번 요추(Lumbar
3)에 걸리는 부하에 영향을 준다. 가량 20kg의 중량물을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굽힌 자세로 들었을 때와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굽힌 자
세로 들었을 때를 비교하면,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굽힌 자세로 들어 올릴 때 약 38%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Table 1) (Hansson
and Nachemson, 1980).

Table 1. Lumbar 3 load by upper and lower body posture
Posture

Load (Kg)

Standing

70

Twisting of upper body (trunk)

90

Lateral-flexion of upper body (trunk)

95

20 degree flexion of upper body (trunk)

120

20 degree flexion of upper body (trunk) in lifting 10kg with each hand

185

No flexion of upper body (trunk) and flexion of knee in lifting 20kg

210

Flexion of upper body (trunk) and no flexion of knee in lifting 20kg

340

들기 단계에서의 작업 자세와 함께 들기 빈도와 중량에 따른 최대 허용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많은 연구들에서 진행되어 왔다.
들기 빈도에 따른 최대 허용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허용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연구마다 약간의 차
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분당 1회의 경우 22.7kg, 2회 23.7kg, 3회 22.9kg, 4회 21.1kg, 5회 19.4kg, 6회 18.4kg을 나타냈다. 빈도에
따른 감소폭을 보면 전반적으로 분당 3회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분당 4회 이상부터는 평균적으로 약 1.5kg 이상의 차이를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31 Aug, 2017; 36(4): 325-341

A Guideline on the Operation Phase of Manual Material Handling Task Through Literature Review

나타냈다. 이외에도 ISO 11228-1에서는 권고 한계 중량과 최대 들기 빈도를 정의하였다. 1시간 이하의 들기 작업에서는 분당 1회 들
기의 권고 한계 중량을 23.5kg, 1~2시간의 들기 작업에서는 분당 1회 들기의 권고 한계 중량을 22kg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5kg 중량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하의 들기 작업에서는 최대 분당 8회, 1~2시간의 들기 작업에서는 최대 분당 5회를 제안하였다.

Table 2. Maximal acceptable weight (MAW) by lifting frequency
Authors
Snook (1971)

Lifting frequency per min
1

2

23.4

Garg and Saxena (1979)

4

5

21.1

20.4

20.2

20.5

Mital and Manivasagan (1983)

21

Aghazadeh (1985; 1986)

27.4

Asfour et al. (1985)

27.2

Mital and Fard (1986)

18.1

Mital (1987)

19.4

21

6
17.5

20

Garg and Banaag (1988)
Mital and Wang (1989)

3

18.7
18.6

19.7

18.6

19.7

18.6

28.2
19.8

Danz and Ayoub (1991; 1992)

27.5

Chen et al. (1992)

27.5

25.3

20.2

Ciriello et al. (1993)

19.7

18.5

Lee et al. (1995)

23.2

18.5

Lee and Chen (1996a; 1996b)

23.9

18.7

Mital and Kumar (1997)

18.6

Wu (1997)

27.2

Boocock et al. (1998)

21.5

Chen (2000)

25.4

19.9

Chen (2003)

24.3

18.5

Min.

18.1

21.0

20.0

18.5

18.6

17.5

Max.

27.5

27.4

28.2

27.5

20.2

18.6

Average

22.7

23.7

22.9

21.1

19.4

18.4

3.2

3.2

4.6

3.6

1.1

0.6

SD

들기 단계에서의 안전 작업을 위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70호 제7조에서 아래와 같
이 권고하고 있다. 1. 중량물의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중량물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무게와 최대무게를 실측하
여야 한다. 2. 중량물의 무게를 어림잡은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능력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3. 들기 작
업을 할 때의 몸의 자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쪽 발은 들어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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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은 항상 직립 자세를 유지하여 가능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릎은 직각 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중량물에 근접하여 정명에서 인양하여야 한다.
4)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수평 거리를 짧게 하여야 한다.
6) 손가락만으로 중량물을 잡아서는(Pinch grip) 아니 되며 손바닥으로 중량물 전체를 감싸 잡아야 한다(Power grip).
7)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 다리 중심에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들기 작업을 할 때 최초의 힘은 뒷발 쪽에 두고 들어야 한다.
Eastman Kodak Company (2004)에서는 들기 단계에서의 작업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들기 계획을 수립한다.
2) 최적의 들기 방법을 결정한다.
3) 대상물을 견고하게 잡고, 두 발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어깨너비로 벌린다.
4) 힘을 유지하며 최대한 몸 쪽으로 가깝게 붙여 들어올린다.
5) 무거운 대상물은 다리를 이용하여 들어올린다.
6) 들어 올리는 동안 상체를 비틀지 않도록 한다.
7) 중량이 과도한 들기 작업은 경량의 들기 작업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8) 큰 근육 군을 사용하여 힘을 발휘하고 운반을 실시한다.
North Carolina (N.C)의 노동청에서는 안전하게 들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7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N.C Department
of Labor, 2014).
1) 중량물의 중량과 분포를 미리 확인하여 중량 변화나 과도한 중량에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중량물의 무게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들어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작업자 또는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작업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들기 단계 동안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 작업을 조정한다.
3) 중량물을 내려놓을 장소를 확인하고 해당 경로에 장애물이나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중량물에 가까이 몸을 위치시키고, 발을 평평하고 안정적으로 놓는다. 중량물을 최대한 몸 쪽으로 붙여 무게 중심이 가능한 몸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
5) 가능하면 중량물을 양손으로 움켜쥐어서(Power grip) 잡도록 하며, 손 끝으로 잡기(Pinch grip)를 제거한다.
6)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연속적인 균형 잡힌 동작으로 움직이도록 하며, 빠르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발
을 움직여서 상체 비트는 것을 방지하고 들기 작업 동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7) 상체의 비틀림, 굽힘, 과도한 뻗침 동작은 요통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L23에서는 들기 단계의 중량에 대하여 Figure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또한
Figure 2의 가이드라인은 비정기적인 들기 단계에 대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체 자세에 따라 감소된 중량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6) (Table 3).

3.3 Carrying phase
중량물 운반 단계는 팔, 어깨, 허리에 신체적 부담을 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중량물을 들었을 때의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팔을 곧게 뻗고 중량물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 정도
의 높이로 들어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C. Department of Labor, 2014). Bhambhani et al. (1997)은 중량물을 몸에 붙여서 운
반할 때 중량물의 30~40%의 중량은 몸에서 지지하게 되므로, 팔과 어깨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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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commended lifting weight of L23

Table 3. Decrease ratio of recommended lifting weight according to lifting frequency
Frequency per min

Decrease ratio of recommended lifting weight (%)

Standing

30

Twisting of upper body (trunk)

50

Lateral-flexion of upper body (trunk)

80

Table 4는 Liberty Mutual Insurance (2012)에서 제공하는 Snook table의 일부이며, 8.5m의 운반 거리를 남성 작업자가 운반하는 경
우의 권장 중량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팔을 뻗은 자세로 8.5m을 1분에 1번 간격으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44kg의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 퍼센타일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8.5m를 1분 간격으로 90 퍼센타일
의 사람이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중량물의 무게는 17kg이다.

Table 4. Recommended weight during 8.8m carrying (kg)
Hand height

111cm
(Bending the
Elbow)

%tile

Carrying period
6 Sec

12 Sec

1 Min

2 Min

5 Min

30 Min

8 Hours

90

10

11

13

13

15

17

20

75

13

15

18

18

20

23

27

50

17

19

23

24

26

29

35

25

21

24

29

29

32

36

43

10

24

28

34

34

38

4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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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commended weight during 8.8m carrying (kg) (Continued)
Hand height

79cm
(Straight the
Elbow)

%tile

Carrying period
6 Sec

12 Sec

1 Min

2 Min

5 Min

30 Min

8 Hours

90

13

15

17

18

20

22

26

75

17

20

24

24

27

30

35

50

22

26

31

31

35

39

46

25

27

32

38

38

42

48

56

10

32

38

44

45

50

56

65

이와 유사하게 ISO 11228-1에서도 운반 단계에서의 거리와 운반 빈도에 따른 누적 중량의 권장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Table 5). 예
를 들면, 운반 거리가 20m이면 분당 1회 운반하는 경우에는 15kg의 중량을 한 번 옮기는 것을 권장한다.

Table 5. Cumulative recommended weight by carrying distance and frequency in ISO 11228-1
Carrying distance

Frequency per min

Cumulative weight
kg/min

kg/h

kg/8h

Example

20

1

15

750

6000

5kg × 3 times/min
15kg × 1 time/min
25kg × 0,5 time/min

10

2

30

1500

10000

5kg × 6 times/min
15kg × 2 times/min
25kg × 1 time/min

4

4

60

3000

10000

5kg × 12 times/min
15kg × 4 times/min
25kg × 1 time/min

2

5

75

4500

10000

5kg × 15 times/min
15kg × 5 times/min
25kg × 1 time/min

1

8

120

7200

10000

5kg × 15 times/min
15kg × 8 times/min
25kg × 1 time/min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70호에서 일반적인 중량물 운반과 길이가 긴 장척물을 운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권고사항
을 각각 4가지와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의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중량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 운반, 반복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쌓여 있는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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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척물을 운반할 때의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중량물 앞부분 끝을 근로자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 모두 동일한 어깨에 메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하역할 때에는 튀어 오름, 굴러 내림 등의 돌발 상황에 주의하여야 한다.

3.4 Lowering phase
Snook and Ciriello (1991)에서는 Table 6과 같이 내리기 단계에 대한 거리, 높이, 빈도에 대한 최대 허용 중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
리기 작업을 구분하여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ISO 11228-1과 영국의 L23 등에서도 내리기 단계와 들기 단계를 구
분하지 않고 들기 규정의 권장 중량, 작업 빈도를 함께 적용하고 있다.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제시하는 Work Practices Guide for Manual Lifting (1981)과 Application Manual for the Revised
NIOSH Lifting Equation (1994)에서도 내리기 작업은 들기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다(Kim 2010). Snook table의 권장 중
량을 살펴보면, 들기 단계에 비해 내리기 단계에서 권장 중량이 약간 높게 제시되고 있다.

Table 6. Maximal lowering weight in U.S. workers (kg)
Width

Males
34

Females
34

Males
34

Females
34

Males
34

Females
34

Distance

51

Percent

1

2

5

30

8

90

10

13

14

17

20

22

22

29

75

14

18

20

25

28

30

32

40

19

24

26

33

37

40

42

53

7

9

9

11

12

13

14

18

75

9

11

11

13

15

16

17

22

50

10

13

14

16

18

19

20

27

90

11

13

15

17

20

20

20

24

75

15

18

21

23

27

27

27

33

20

23

27

30

35

35

35

43

8

9

9

10

11

12

12

15

75

9

11

11

12

14

15

15

19

50

11

13

13

14

16

18

18

22

90

9

10

12

14

16

16

16

20

75

12

14

17

19

22

22

22

27

16

19

22

24

28

28

28

35

7

8

8

8

10

11

11

13

75

8

9

10

10

12

13

13

16

50

10

11

11

12

14

15

15

19

90

51

50
90
51

Hour

14

50
51

Min

9

90

51

Sec
5

50
51

Height

Knuckle height to
floor level
(One lower every)

Shoulder height to
knuckle height
(One lower every)

Overhead reach to
shoulder height
(One lower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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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70호에서 간략하게 내리기 단계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제시하고 있다.
1) 등은 직립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낮은 자세로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
을 내려놓아야 한다.
2)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량물을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3.5 General guidelines and guideline items for MMH
Konz and Johnson (2008)에서는 NIOSH 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는 허용무게 기반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10가지 제시하였다. 이 10가지 가이드라인은 크게 1. 작업자 선택, 2.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기술 교육,
3. 작업설계로 구분된다.
작업자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작업능력평가를 기반으로 인력운반작업에 적합한 작업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작업자를 선택
하기 위하여 작업 심각도 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Liles, 1986; Ayoub et al., 1987; Herrin et al., 1986) 작업 심각도 지수(Job Severity
Index)는 아래 식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JSI (Job Severity Index) = f (Weight/Capacity)
여기서, Weight는 들거나 이동한 무게를 나타내며, Capacity는 작업에 대한 근로자 능력을 의미한다. 작업자 능력은 주로 제지방 무
게(Fat-free body weight)의 기능을 말한다. 또한 Jackson et al. (1997)의 연구에서는 들기 능력은 팔, 어깨, 다리, 몸통의 등척성 테스
트(Isometric tests)의 합에 의하거나 제지방 무게(Fat-free body weight)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기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1. 무릎을 굽히고, 2. 미끄러지거나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3.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몸
을 비틀지 말라고 제시한다. Burgess-Limerick et al. (1995)의 연구에 의하면 무릎을 굽히는 것은 무릎과 엉덩이 사이 관절간(interjoint)의 조정력(Coordination)이 좋아지며 슬와부근(Hamstring), 사두근(Quadriceps), 척추 세움근(Erector spinae)의 근력(Muscular
effort)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력운반작업 중에 미끄러지는 것은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은 허리부위에 부하를 예기시킨다.
따라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발과 바닥 사이의 마찰력을 높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끄러지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에게 미리 자신이 다루어야 할 물체 무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게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자가 움직임의 패턴을 미리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부하를 줄일 수 있게 때문이다(Patterson et al., 1987).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작업설계 측면에서는 1. 가능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고 2. 중량물의 무게를 가능한 줄여 자주 움직이고, 3.
손잡이를 제공하고 4. 척추의 토크 (Spinal torque)를 줄이고 5. 몸에 가깝게 물체를 유지하고 6. Knuckle 높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컨베이어, lift truck, Balancers, Manipulator, Turntables 등의 다양한 인력운반작업 기계/기구/설
비를 활용하여 인력작업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력운반작업 중 근골격계에 작용하는 부하를 줄이는 관점에서 무게를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중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단 공동으로 인력운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신장과 근력을 지닌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
다(Lee and Lee, 2001). 척추의 토크를 줄이기 위하여 척추에 작용하는 토크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척추에 작용하는 토크는 아
래 식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Konz and Johnson, 2008).
SPINET = OBJWT (OBMARM)
여기서, SPINET은 척추에 작용하는 토크를 의미하며 OBJWT는 물체 무게, OBMARM은 물체의 모멘트 암을 의미한다. 물체의 모멘트
암은 아래의 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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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O + DISTCG
여기서, DISTO는 척추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Coronal plane), DISTCG는 물체 무게 중심의 가까운 부분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한다. 척추에 작용하는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체를 사람에게 가깝게 위치시키거나 사람이 물체에 가깝게 접근하여 팔 뻗침
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력운반작업의 위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팔렛트 및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에 물건이 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적 부하 측면에서 물건을 드는 시점보다 내려놓는 종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종점의 높이는 어깨 높이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Table 7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 단계별 가이드라인 및 규정에 대한 세부 항목 및 포함 유무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7. Guideline items through operation phases in manual material handling tasks
Phase

Preparing

Item

MEL

Discussion/Plan

○

Worker selecting

○

Limit weight

○

Warm-up

○

Secure passage

○

Clothes rule

○

Prior education

○

Lifting plan establishment
Weight measurement

Posture

Lifting

Motion

NCDOL

L23

○

○

○

ISO

○

○
○

○
○

○

○

○

○

Foot position

○

Back

○

Knee

○

Eye position

○

Arm

○

○

○

○

Hand

○

○

○

○

Center of gravity

○

Upper limb twist

○

○

○

Using the large muscle

○
○

○

Sudden motion

Carrying

Kodak

Recommended lifting weight

○

○

○

Recommended lifting frequency

○

○

○

Close to the body

○

Carrying distance

○

Carrying frequen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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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uideline items through operation phases in manual material handling tasks (Continued)
Phase

Carrying

Lowering

Item

MEL

Carrying method

○

Carrying direction

○

Carrying height

○

Both people

○

Posture

○

Speed

○

Both people

○

Kodak

NCDOL

L23

ISO

○

4. Discus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인력운반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관련 상해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가이
드라인을 운영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준비 단계, 들기 단계, 운반 단계, 내리기 단계로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별 영향 인자에 대한 주요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포함 여부를 정리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치기반이 아닌 개념적인 인력운반
작업의 가이드라인을 함께 정리하였다.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준비 단계의 가이드라인은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과 준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력운반작업에 대한 운
영방법, 운반 단계의 협의, 행동에 대한 제안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인력운반을 위한 환경상의 준비 및 작업자의 작업준
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안전한 인력운반작업을 위한 복장 및 보호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취급상 주의할 점 및 작업방
법에 대한 교육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인력운반작업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적인 측
면의 가이드라인이 일반적으로 제시되었다.
들기 단계의 가이드라인을 종합해보면, 들기 단계는 인력운반작업의 운영 단계에서 가장 신체적 부하가 심한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허리에 집중적으로 부하가 동반되는 작업으로 들기의 자세, 들기 빈도와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들기 자세에 따라 허리에 걸리는 부하가 차이가 나는데,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굽힌 자세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자세가 가
장 올바른 자세라고 제안한다(Hansson and Nachemson, 1980). 들기의 빈도에 따라 최대 허용 중량에 차이를 나타내는데, 선행연구
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분당 1번 들기 작업을 할 경우 평균 22.7kg, 분당 2회 23.7kg, 분당 3회 22.9kg, 분당 4회
21.1kg, 분당 5회 19.4kg, 그리고 분당 6회의 경우 18.4kg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평균값을 수치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1회에서
3회까지는 최대 허용 중량이 차이를 크지 않지만 4회부터는 선행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들기 빈도가 5~8회의
경우에는 1회에 비해 들기 작업에 대한 권고 중량이 약 50%로 감소하고 12회를 넘어갈 경우에는 80% 감소한다고 제안한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들기 작업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물체의 무게를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과 들기 작업의 자세를
제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들기 작업 단계에서는 가능한 들기 빈도를 줄이고 무게를 낮추며 작업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신
체적 부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반 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신체적 부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중량, 중량물의 너비와 높이, 운반 빈도, 운반 거리 등이 있다
(N. C. Department of Labor, 2014). 운반 단계에서는 운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Table 4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운반할 때의
손의 높이에 따라서 최대로 운반할 수 있는 권장 무게가 3~16kg 정도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반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운반 빈도가 많아질수록 권장 무게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반 단계에서 중요한 요인은 운반물의 크기와 관
련된 변수이며 손잡이의 유무에 따라서 권장 무게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능한 운반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작업장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물체의 너비를 줄일 수 있는 포장 및 손잡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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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 단계는 인력운반작업의 다른 운영 단계에 비하여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내리기
단계를 들기 단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들기 단계의 권장 중량, 작업 빈도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Kim 2012). Snook and
Ciriello (1991)의 연구에서는 거리, 높이, 빈도를 기반으로 최대 내리기 중량을 제시하고 있다. 권장 내리기 중량을 살펴보면 내리는
거리가 짧을수록 권장 무게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리기 작업에 대한 신체적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리는 거
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가능한 빈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7과 같이 인력운반작업의 운영 단계별 선행연구의 가이드라인 항목을 정리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가이
드라인의 다양한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없었으며 정량적인 수치기반의 가이드라인 보다는 정성적인 가이드라
인의 항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가량 자세의 경우에는 각 관절부위에 권고되는 자세 각도 등의 자세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가이
드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운영 단계별 권장 무게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우리나라 작업자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인체측정학 정보는 외국인과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권장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 근로자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작업 능력을 평가하거나 인체측정학 정보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수정 및 보완
하여 한국인에 적합한 권장 한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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