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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배 국제요트대회 및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등 다양한 요트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15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신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

나산업 전략적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요트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Kim et al, 2016). 해양레저장비 중 선박으로 분류

되는 것은 크게 동력으로 추진하는 파워보트와 바람의 힘으로 

추진하는 세일 요트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국내에서 진행된 

세일 요트에 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조선공학적 해석

을 다루고 있다. 관련 연구로 Ji et al.(2010)은 세일링 요트의 구

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연구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Shin et al.(2006)은 해양레저 선박으로서 소

형 요트의 기본구조설계 및 구조해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레저보트 대부분의 공간이 협소하여 인간공

학적 배치 및 사용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세일링 요트와 관련된 설계 규정에 인간공학적 고려가 일부 언

급되고 있으나, 침실 및 생활공간에 대한 고려일 뿐 윈치 등 리

깅류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설계기준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간공학적 연구 또한 드문 편이다. 

Kim et al.(2013a)은 세일링 요트 운항 시 발생하는 크루(Crew)

의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각각의 주요 임무에서 발생하는 자세

들을 분석하여 해당 자세의 위험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Kim et al.(2013b)은 수치 휴먼 모델링(Digital human 

modeling)의 인간공학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세일링 요트 운항 

시 발생하는 작업 자세를 크게 7가지로 분류 하고, 전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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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wman (b) Skipper

(c) Grinder (d) Trimmer

Fig. 1 Human modeling of working posture of crews (Kim et al. 

2013b)

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 크루가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를 4가

지로 축소하였다. 4가지 자세로는 Fig. 1에서와 같이 바우맨의 

전방주시, 스키퍼의 휠조종, 그라인더의 윈치조종, 트리머의 돛 

게양을 선택하였다. 수치 휴면 모델링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4명의 크루 중 트리머와 그라인더가 활동 범위가 넓고 작업 자

세 위험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im et al.(2013b)의 결과에 따르면 트리머와 그라인더 

임무 중에서도 그라인더의 작업이 세일링 작업 시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짧은 시간 내에 큰 힘을 요하기 때문에 

트리머 보다 작업위험성이 더 높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그라인더의 작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세일링 요트 윈치 배치 설계 기준에 대한 연구

로써, 인간공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윈치 배치에 따른 그라

인더의 신체부하를 측정하고 윈치의 적합한 위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체 모델링 프로그램으로는 3D 휴먼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인 Jack(Siemens, 2003)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윈치 배치 변

화에 따른 그라인더의 허리 부하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윈치의 최적 배치 범위를 찾고자 하였다.

2. 휴먼 모델링과 허리부하 경향 분석

2.1 휴먼 모델링 

그라인더의 작업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먼 모델링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휴먼 모델은 사이즈코리아 사이트

(sizekorea.kats.go.kr)의 20대 남성 표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사이즈 중 5%ile, 50%ile, 95%ile에 해당하는 그룹의 평균 

Table 1 Size of human model

Human Height[cm] Weight[kg]

5%ile 165 63

50%ile 175.49 77.69

95%ile 191.00 108

Fig. 2 Human model

사이즈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ile은 Percentile을 나타내는 단위

로, 계측치를 작은 쪽에서부터 세어 몇 %째의 값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표시이다. 즉, 5%ile은 작업자를 큰 순

서로 정렬했을 때 작은 쪽에서 5%에 속하는 크기를 의미하며, 

키는 165cm, 몸무게는 63kg에 해당된다. 5%ile, 50%ile, 95%ile에 

해당하는 신체 사이즈는 Table 1과 같이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위해 Jack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Jack 프로그램은 설계에 가상인력을 포함시키고 인적 요인 

및 인체공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먼 시뮬레이션 도구로 

인간공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Table 1에 나타나 있는 

모델을 Jac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Human 모델을 

생성하였다. 

2.2 그라인더의 작업각도에 따른 허리부하 경향 분석 

그라인더의 윈치 작업에서 최대로 허리부하가 걸리는 각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윈치 작업 각도를 0°, 90°, 180°

로 구분하여 허리부하를 측정하였다. 0°, 90°, 180°의 세 가지 각

도를 택한 것은 한 바퀴 윈치를 회전시키는 동안 부하가 변화

하는 대표적인 각도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그리고 허리부하

는 NIOSH(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Lifting equation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기 위하여 L5(요추5번)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도 별 윈치 높이에 따른 허리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윈치 높이를 대상 선박의 높이 기준으로 10%

씩 이동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신장에 따른 허리부하의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설정한 휴먼 모델링 3그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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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한 허리부하 결과는 Table 2와 Fig. 4

와 같다. 여기서 허리부하의 값은 힘 단위를 갖는다. Upper 10%

와 Under 10%는 Deck 높이를 10%씩 상⋅하로 이동시킨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윈치 높이의 변화는 기준 높이에서 10%씩 

감소⋅증가시킨 것을 의미한다. 즉, 데크(Deck) 높이가 Upper 

10%일 경우, 윈치 높이는 10% 감소한다. 

Fig. 4에 따르면 작업 각도별로는 신장과 무관하게 0°보다 90° 

및 180°에서 허리부하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허리부하 

절대값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룹의 그래프에서 윈치 작업각

Table 2 Low back compression force(N) on grinder working by 

human model size and winch handle position

Human Winch height
Position of winch handle

0° 90° 180°

5%ile

upper 10% 1,357 1,539 1,480 

base H. 1,002 1,549 1,580 

under 10%   892 1,407 1,502 

50%ile

upper 10% 1,724 1,957 1,871 

base H. 1,451 1,929 1,994 

under 10% 1,419 1,841 1,871 

95%ile

upper 10% 2,445 2,564 2,444 

base H. 2,361 2,618 2,593 

under 10% 2,060 2,485 2,470 

 

도가 90°와 180°일 경우 0°에 비해 큰 부하가 걸리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90°의 경우 비대칭 

작업과 허리굽힘으로 인한 허리 회전이, 180°의 경우 허리가 더 

많이 굽어진 것이 허리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인더의 신장에 따른 허리부하는 작업각도와 무관하게 전

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5%ile와 50%ile 사이에서 변화는 

크지 않으나, 50%ile에서 95%ile 사이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윈치의 기준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신장이 커질 때 상

대적으로 윈치 높이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신장의 변화 보다

는 윈치의 상대적 높이변화가 작업 시 허리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윈치 높이의 변화에 따른 허리부하는 5%ile의 경우 작업각도 

0°에서 기준높이와 Under 10%보다 Upper 10%일 경우 높게 나

오고, 50%ile의 경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절대 값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95%ile의 경우 작업각도 0°에서 두 그룹과는 달리 

기준높이의 값이 Upper 10%와 같이 Under 10%보다 높게 나왔

다. 여기서도 윈치의 상대적 높이가 어느 범위 이하의 값이 되

면 0°작업에서도 허리부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윈치 높이 및 거리변화에 따른 허리부하 분석

3.1 윈치 높이 변화에 따른 허리부하 분석

앞의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 윈치 높이 변화에 따라서 허리부

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윈치 높이를 50mm씩 

상⋅하로 변화를 주어 윈치 제어 작업 시 허리부하를 분석하였

(a) 0° work posture (b) 90° work posture (c) 180° work posture

Fig. 3 Work posture by winch degree of grinder

Fig. 4 Trend analysis of load on each hum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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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deck 200mm upwards Base deck

Move deck 100mm downward Move deck 300mm downward

Fig. 5 Cases of deck height

다. 이를 위하여 윈치 작업 각도는 큰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판

단되는 90°로 고정하고, 윈치 작업자는 평균(50%) 체형으로 선

택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윈치 높이 변화에 따른 허리부하 분석 시뮬레이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50%ile 인체모델로 고정

‣ 윈치작업 위치를 90°로 고정

‣ Fig. 5과 같이 윈치 높이는 50mm씩 상하로 변화

‣ 윈치높이(%)는 표준체형작업자의키
윈치높이

로 계산하였다.

‣ 윈치T 높이는 선체 데크에서 윈치상부까지 측정한 높이

Fig. 6은 Jac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윈치 작업 시 크루에 걸리

는 허리부하를 측정하는 예이다. 

윈치 높이 변화에 따른 허리부하를 측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3과 Fig. 7과 같다. 175cm 신장의 작업자를 기준으로 바닥

에서부터 윈치 높이가 65cm(37.1%)이하일 경우 허리부하가 

1600N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윈치 높이 87.5cm 

(50%)이상에서는 허리 부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Fig. 6 Analysis of work posture by 3D human simulation program 

according to changing deck height

Table 3 Alteration of low back compression force by deck height 

change

Winch height[%] Low back force[N]

28.6 1795 

31.4 1742 

34.3 1733 

37.1 1610 

40.0 1575 

42.9 1560 

45.7 1396 

48.6 1525 

51.4 1380 

54.3 1109 

57.1 1049 

60.0 948 

62.9 675 

Fig. 7 Alteration of low back compression force by deck height 

change

윈치 높이에 따른 허리부하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정확한 평

가기준을 찾고자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려웠다. 한편, NIOSH lifting equation(들기작업지침)에 따르면 

들기 작업을 할 때 요추(L5/S1)디스크에 650kg 이상의 생체역학

적 부하가 부과되는 작업은 작업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또한 이

를 초과하면 대부분의 사람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게 되는 안전

작업하중으로는 생체역학적 부하 350kg(3400N)이하로 명시되어 

있다(Jäger and Luttmann, 1999). 본 연구의 그라인더 윈치조작은 

들기 작업과는 다르나 유사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고려하였다.

이 기준은 작업의 반복 횟수, 작업 시간 및 작업 형태에 따라 

안전작업하중이 감소할 수 있다. 반복 횟수에 관한 감소기준에 

대한 연구로는 Chaffin 등이 저술한 Occupational biomechanics 

(Chaffin et al., 1999)이 있으며, 직업적으로 10회 이상 반복 작업

의 경우 안전작업하중의 30%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반복 횟수와 시간에 관한 감소기준에 대한 연구로는 

Garg(1976) 및 Snook and Ciriello(1991)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

면 에너지 소모량을 고려하여 2시간 이상 작업일 경우 분당 3

회의 작업 시 작업 허용량은 적정 작업량의 55% 정도이며, 분

당 4회의 작업 시는 45% 정도임을 밝혔다. 그리고 작업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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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감소기준에는 Snook(1978)의 연구에 의하면, 비대칭 작업

의 경우 30°경사 시 약 90%로 경감한 하중을 적용하는 것을 권

고하고 있다.

요트 항해 시 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적의 세일 형상으로 수정

하기 위해 세일트림(Sail trim)을 할 때 주로 윈치작업을 하며, 

최악의 기상 상황 이거나 레이싱을 수행할 경우 방향전환 및 

세일트림은 빈번히 일어난다. 윈치작업은 윈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팔을 이용하여 윈치 핸들을 회전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윈치 작업의 반복횟수와 시간에 대한 

기준을 찾기 위해 작업환경을 가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요트는 2

시간 이상의 항해를 하며, 극한의 기상 상황 및 레이싱 등을 가

정할 때 시간당 최대 15세트 정도의 윈치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윈치작업 시 숙련자의 경우 적절한 순간에 짧은 시간동안 수

행하므로 보통 한 세트에 5~7회 회전시키는 작업을 하며, 초보

자의 경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세트에 최대 20회까지 

회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라인더의 윈치작업을 한 세트에 최

대 14~15회 회전시키는 작업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윈치작업은 

회전시키는 연속 작업이나 본 연구에서는 1회 회전작업 당 허

리굽힘자세를 1회 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윈치작업은 평균 14~15회 회전작업을 15세트 정도 수

행하므로 한 시간당 최대 210~225회의 허리굽힘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는 1분당 3.5~3.7회의 작업 횟수를 가지게 

된다. 작업시간과 횟수 기준인 Garg(1976) 및 Snook and Ciriello 

(1991)의 결과를 적용하면 작업 허용량은 안전작업하중의 약 

50%이다. 

또한 윈치 손잡이가 그라인더의 신체를 기준으로 90°와 270°

의 위치일 경우 비대칭 작업이 발생한다. 이작업시 허리가 30°

정도 비틀어져있다고 가정할 때, Snook(1978)의 결과에 따라 안

전작업하중은 10% 경감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 반복횟수, 시간 그리고 작업형태를 고려 할 때 가

정된 극한상황에서의 요트 항해 시 경감된 안전작업하중비율은 

약 45%이다. 따라서 안전작업하중 3400N의 45% 인 1530N 이하

의 허리부하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Table 3으로부터 

적절한 윈치 위치는 175cm 신장의 작업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바닥으로부터 윈치 윗면까지 높이는 40% 이상이 적당하다

고 판단되며, 이것을 실제 거리로 환산 할 경우 바닥으로부터 

약 70cm이다. 

3.2 윈치와 작업자간의 거리 변화에 따른 허리부하 분석

윈치와 작업자간의 거리가 허리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윈치 높이를 고정하고 윈치가 위치한 선측 벽면을 

Fig. 8과 같이 선측외판으로 각도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윈치

의 위치 또한 선측 외판 각도에 따라서 초기위치보다 선측외판 

쪽으로 멀어지게 된다. 윈치 작업자의 신장을 평균(50%) 체형으

로 고정하고 윈치 위치 90°에서 작업자 허리부하를 분석하였다. 

윈치와 작업자간의 거리 변화에 따른 허리부하 분석 시뮬레

이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50%ile 인체모델 고정

‣ 윈치작업 위치를 90°로 고정

‣ 윈치 높이는 40% 근처로 고정

‣ 선측각도는 선체 외판으로 벌어지는 각도를 측정(0°~ 20°)

Side plate angle 0° Side plate angle 6°

Side plate angle 12° Side plate angle 16°

Fig. 8 Degree change of side plate 

‣ 선측이 기울어짐에 따라 윈치 위치도 선측 외판 쪽으로 이동

‣ 선체의 경사는 고려하지 않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선측각도 변화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4와 Fig. 9와 같다. 

Fig. 9의 그래프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0°에서 10°까지는 완만

Table 4 Alteration of low back compression force by change of side 

plate degree 

Degree[°] Low back force[N]

0° 1575

2° 1569

4° 1560

6° 1559

8° 1546

10° 1540

12° 1484

16° 1567

20° 1664

Fig. 9 Alteration of low back compression force by change of 

side plat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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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울기로 허리부하가 줄어드나 12°이후에는 각도 변화에 따

른 허리부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2°근처가 최적 위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선측각도 16°이상일 

경우 작업자 허리부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상의 선측각도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각도까지 위치를 실제

거리로 환산 할 경우 12°경우는 약 22cm이며, 16°경우 약 26cm

이다. 이는 생체역학이나 심물리학적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인 

작업 시 작업자와 물체 사이 최적거리 25cm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ook, 1978; Chaffin et al., 1999)

4. 결    론

항해 시 빈번히 발생하며 작업부하가 가장 커서 작업위험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라인더의 윈치작업 시 무리한 신체부하

를 유발하지 않는 윈치의 적정 위치를 찾고, 그것의 배치 기준

을 제시하기 위하여 윈치작업을 3D 휴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이에 첫 번째로 윈치작업 위치를 0°, 90°그리고 180°로 구분

하고, 두 번째로 윈치를 기준위치보다 수직으로 ±10%씩 이동하

고, 세 번째로 그라인더의 신장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신장에 대한 작업 위치 및 

윈치 높이에 따른 허리부하 절대값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룹

이 90°와 180°작업에서 큰 부하가 걸리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라인더의 신장에 따른 허리부하는 작업각도와 무관하

게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윈치의 기준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신장이 커질 때 상대적으로 윈치 높이는 낮아지게 되

어 윈치의 상대적 높이변화가 작업 시 허리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라인더의 신장을 50%ile로, 윈치 작업 위치를 90°로 

고정한 후 윈치 높이를 대상선박을 기준으로 50mm씩 상⋅하로 

변화하여 허리부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75cm 신장의 작업

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윈치 높이는 40% 이상 되는 곳에 놓

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선 시뮬레이션과 같은 

조건에서 윈치의 위치를 상⋅하 방향이 아닌, 선측각도를 변화

시켜 윈치가 선측으로 멀어 질수록 그라인더에 걸리는 허리부

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175cm 신장의 작업자를 기준으로 

선측외판을 16°이상으로 하는 것은 허리에 과도함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제 작업자의 작업 부하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3D 휴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경제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받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뮬레

이션은 작업자의 실제동작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구현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선체가 항해 중 움직임이 있는 

상태가 아닌 정지한 상태를 기준으로 허리부하를 측정한 것으

로 향후 선체운동에 따른 하중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6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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