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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and compare muscle activity of 
the forearms and brain wave depend on the type of smartphone when inputting text messages. 
 Method: We used an EMG to measure the change in muscle activity by attaching pads to the four muscles in both forearms 
of all 16 participants. We simultaneously conducted EEG measurements by observing the changes in alpha and beta waves 
recorded from electrode attached to both ears and the forehead of the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had to input a given text 
using three different types of smartphones for ten minutes each.
 Result: The comparison of the EMG when inputting text involved a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Pad3 was highest for muscle activity followed by GALAXY Note2 and iPhone4. For EEG measurement, a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was also used and the results showed iPhone4 was higest followed by GALAXY Note2 and finally iPad3 
for EEG stress score.
 Conclusion: The results are thought to be used as reference data for smart phon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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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스마트폰은 기존의 음성, 문자, 동영상의 기능과 함께 

PC와 같은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의 기능을 탑재하

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동작시킬 수 있는 휴 폰

을 말한다(신영미, 2012).

우리나라 휴 폰 가입자 수는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약 5,300만 명이며 그 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약 3,100

만 명이다. 휴 폰 가입자 수의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

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2). 그리고 

스마트폰과 유사한 이용형태를 가지는 스마트패드의 보급

률은 작년 말 기준 3.1%로 나타났고 신규 기기 적응력이 

가장 높은 20 에서는 5.8%로 조사되었다(한국정보화진

흥원, 20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용 스마트폰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나이,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4inch 미만과 

비교하면 4inch 이상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엄수현, 2013).

아직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이상 증상 여부에 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기존의 휴 폰 사용으로 인한 다

양한 이상 증상을 보고한 연구들에서는 표적으로 손목

터널증후군 등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이 발표되고 있으며, 

사용이 많은 경우 습관적인 중독 증상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en 등, 1997; 김창식과 이학준, 2000; 김

준성 등, 2007). 휴 폰 사용 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신체 부위는 눈, 손과 손가락, 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신체 부위 중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손

은 복잡한 운동을 위한 1차적인 효과 기관으로서 인체 역

학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 숙련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휴 폰의 사용 시 나타

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표적인 관련 증상들로는 손

목터널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건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눌

릴 때 생기는 질환이다. 손목이 굽혀지거나 꺾인 상태가 

되면 손과 손가락의 통증, 마비, 쑤심, 저림, 발진 등의 증

상이 나타난다. 근막동통증후군은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

용 또는 근섬유의 누적 손상으로 근육 또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통증을 유발하는 유발 통점이 발생하는 질환

이다(기도형 등, 2010. 이처럼 지속적인 사용은 또한 신체

의 연골 조직에 만성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누적외상성 질

환(cumulative trauma disorders)의 유발요인이 된다(김유

창과 이준팔, 2007). 누적외상성 질환이란, 오랜 시간 반

복되거나 지속적인 동작 또는 자세 때문에 기계적인 스트

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사지나 경추의 신경, 건, 근육 또

는 그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근골격계장애를 말한다(김영

민, 2009). 상지에서 발생한 누적외상증후군의 주된 증상

으로는 상지의 통증, 피로감, 뻣뻣함, 저림 등의 이상 감

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작업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Bloemsaat 등, 2005). 휴 폰과 같은 무선 통신기기 사용

자가 급증하면서 ‘문자 메시지 통증(text message injury)’

이라는 질병이 등장했다. 이 병은 비정상적인 자세로 앉

아 있거나 움직일 때 발병하는 ‘단순 반복 작업 통증’의 

일종이다. 영국의 단순반복작업통증협회는 스마트폰을 통

해 문자를 송신하느라 엄지손가락을 혹사해 부어오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좁은 공간에서 엄지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

였다(조선일보, 2001).

한편 근골격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135명을 조사하

였더니 반복적으로 이메일과 페이스북 등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확인습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습관'

은 필요에 의한 확인이 아닌 습관 또는 강박관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확인습관'이 집중력

을 떨어뜨리고 사고를 방해한다고 하였다(YTN, 2011). 

휴 폰을 집에 두고 왔을 때 불안하고 초조해 수업이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증상, 벨이나 진동이 울린 것으로 

착각하는 환청 현상 또한 스마트폰 중독 증상에 해당하며 

심한 경우 우울, 불안, 수면장애, 적응장애 등을 유발한다

고 하였다(The Naeil News, 2013). 그러나 휴 폰 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만, 스마트폰 유형에 따른 근골격계질

환에 관한 관련성의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통해 현 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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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마트폰이 유형에 따른 아래팔의 근활성도가 근골격

계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며, 뇌파 측정을 통해 스마폰 유형에 따른 사용 중 

스트레스를 비교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개발자 및 사용자들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G 학에 재학 중인 20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16명을 상으로 하였다. 상자들

은 특정한 질환이 없고 6개월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른손이 우성인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기간

은 총 4주였으며 목, 어깨 및 상지 주위근육의 근전도 신

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명령 수행

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되었다. 

2. 측정방법

1) 문자입력 과제

본 연구에서 연구한 스마트폰은 A사의 아이폰 4(137g, 

3.5inch), A사의 아이패드3(652g, 9.7inch), S사의 갤럭시 

노트 2(183g, 5.5inch)로 무게와 화면크기에 따른 3가지 

유형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10분간의 문자 입력 시 아래

팔의 근활성도와 뇌파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고경(2012)은 10초 동안 준비시간을 준 후, 문자입력 과

제를 10분 동안 실시하였고, 윤우순(2001)은 준비된 문장

을 입력하고 입력 작업이 끝나면 5분간의 휴식을 갖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0분 간의 안

정 상태를 가지고 이어서 10분 동안 준비된 문장을 입력

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입력 작업이 끝나면 5분간의 휴식

을 갖도록 하였다. 준비된 문장은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이며 4절까지 쓴 후 다시 1절부터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표면 전극을 떼지 

않고 실시하였으며, 실험은 1회만 실시하였다. 측정 순서

는 아이폰4, 갤럭시 노트2, 아이패드3 순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입력 작업을 하는 동안 실험 환경에 

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

자를 사용하여 실험 시작 전에 연구 상자로 하여금 개인

의 체형에 맞게 높이를 조절하고 난 후 실험에 임하도록 

하였다. 문자 입력 작업 시 책상의 높이는 70㎝, 스마트폰

과 거리는 40㎝, 팔꿉관절의 각도는 90°가 되도록 하였다

(노동부, 2004). 피실험자들에게 연구 동의서를 통해 측정 

일주일 전부터 쿼티 키패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쿼티 

키패드는 영어 타자기나 컴퓨터 자판에서 가장 널리 쓰이

는 자판배열로 자판의 왼쪽상단의 여섯 글자를 따서 이름

이 붙여졌다(그림 1).

그림 1. 쿼티 키패드

2) 근전도 측정

근전도는 FREE EMG300(BTS Bioengineering, Italy)을 

사용하여 문자 입력 시 아래팔의 손가락폄근, 짧은엄지벌

림근, 노쪽손목굽힘근, 긴엄지폄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

였다. 개인용 컴퓨터와 근전도 측정 장비에 무선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한 후 Myolab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자

의 프로토콜을 설정하였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기술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 실험 전 표면전극을 붙이

기 위한 준비로 피부에 있는 털을 제거하고 에틸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닦아냈다(김은영 등, 2010). 또한 근육의 

이는곳과 닿는곳의 가장 발달된 부위인 근복에 표면전극

을 부착하였고, 전극은 Ag-Agcl(KENDALL, Canad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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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순(2001)에 의하면 휴 폰 사용자들이 문자 입력 작

업을 하는데 부분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나 양손의 엄지손

가락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부분의 휴 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과 나머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을 중심으로 측정하

고자 하였다. 먼저 근전도 측정을 위해 표면 전극 부착 위치

를 오른쪽 아래팔을 중심으로 첫째는 짧은엄지벌림근, 둘째

는 긴손바닥근, 셋째는 손가락폄근을 선정하였다. 김동수

(2012)에서는 휴 폰 문자 작성 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근육의 근활성도 측정을 위해 엄지벌림근, 등쪽뼈사이근, 긴

엄지폄근, 위등세모근에 부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짧은엄지벌림근과 손가락폄근, 긴엄지폄근 외에도 

노쪽손목굽힘근을 추가로 선정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SENIAM(Surface Electomyography for the 

Non-Invasive Assessment of Muscles)이 제시한 4개 근육들

의 표면전극 부착 위치(그림 2)와 측정근육(표 2)은 가장 

일반화된 부착방법으로 실시하였다(Hermens 등, 2000). 전

극은 양 팔에 4개씩 총 8개를 부착하였으며, 문자입력을 하

는 동안 각 근육별 근전도 신호를 RMS(Root Mean Square)

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 전극 부착 위치
  

근육명 이는곳 닿는곳

짧은엄지

벌림근

손배뼈결절, 굽힘근지지

띠, 큰마름뼈

엄지손가락 첫마디뼈 바닥

면의 가쪽면

노쪽손목

굽힘근

위팔뼈 안쪽위관절융기, 
아래팔근막

둘째, 셋째 손허리뼈의 바

닥면

긴엄지

폄근

자뼈의 가운데 뒷면, 아래

팔뼈사이막

엄지손가락의 끝마디뼈 바

닥면의 뒷부분

손가락

폄근

위팔뼈 가쪽관절융기, 자뼈

의 가쪽인 , 아래팔근막
손바닥, 둘째~다섯째 손가락

표 1. EMG 측정 근육

3) 뇌파 측정

뇌파 측정은 뇌파측정기기 Procomp Infiniti (Thought 

Technology, Canad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기기는 

8채널로 바이오피드백과 뉴로피드백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측정 단위는 ㎶이며, 유효한 뇌

파의 주파수 범위는 보통 1~40㎐이다. 10-20 국제 전극 

배치법에 따라 귓불 전극을 기준으로 하는 단극도출법을 

통해 뇌파를 측정하였다. 이 방식은 뇌파가 거의 측정되

지 않는 귓불에서 측정되는 전류를 기준전극으로 하여 뇌

파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여러 채널에 하나의 기준전력으

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채널의 절 적인 뇌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위상 파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이

봉화, 2011). 권미화(2011)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4

개의 영역은 Fp1(좌측 전전두엽), Fp2(우측 전전두엽), 

F3(좌측 전두엽), F4(우측 전두엽)이었으나 측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감정, 무의식과 관련 있는 우측뇌로 제한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측정부위는 10-20 국제 전극 

배치법에 따라 1개의 영역(Fp2, 우측 전전두엽)으로 선정

하였다. 모든 전극의 저항은 5㏀ 이하로 하였다. 사용된 

전극은 금으로 도포된 디스크 형식의 전극이며 피부와의 

접촉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코올 솜을 이용해 이마 표

면을 닦아낸 다음 전극에 뇌파 전용 젤을 이용해 부착하

였다(전상호, 2012). 부착부위는 다음의 그림 3, 4와 같다.

그림 3. 전극 부착 위치

본 연구에서 뇌파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적으로 뇌파

를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구분하였다(권순태, 

2008). 알파파(α)는 주파수가 8~12㎐이며 눈을 감고 이완

한 상태 그리고 집중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때 뇌파활동

은 느려진다. 주로 뒤통수엽과 마루엽에서 출현하며, 진폭

이 큰 율동성파가 우세하다. 만약 이완되고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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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극 부착 위치

집중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알파파는 즐거운 느

낌과 고요함을 나타내면서 전 두뇌를 지배하게 된다. 알

파상태는 두뇌의 중립 또는 한가한 상태처럼 보인다. 건

강하고 스트레스에 지배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양의 알

파파를 만들어 낸다.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 다른 것은 뇌

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정신적으로 긴장이나 불안, 스트

레스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뇌의 알파파가 우세하면 성

격이 부정적과 내성적이며, 또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

다. 그리고 좌뇌의 알파파가 우세하면 긍정적으로 자신감

을 가지며, 외향적으로 성격이 밝다(이봉화, 2011). 베타

파(β)는 저베타파와 고베타파로 나뉘어, 저베타파는 

13~19㎐이며 고베타파는 20~30㎐로 이마엽(Frontal), 중

심엽(Central), 관자엽(Temporal)에 비교적 잘 나타난다. 

정상적으로 이마엽에서 잘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외부세

계에 해 깨어 있거나 눈을 뜨고 집중하는 상태 또는 구

체적이고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의 두뇌에서 강력

하게 활동한다. 따라서 뇌파의 파형별 특성을 표 3과 같

이 조작적 정의하였다(권순태, 2008).

뇌파 주파수 정신상태

델타파 0.5~3 ㎐ 깊은 수면

세타파 4~7 ㎐ 졸음 상태, 얕은 수면

알파파

8~9 ㎐
(slow-α)

명상, 무념무상

10~12 ㎐
(middle-α)

공부, 능률향상, 정신 통일상태, 기억

력, 집중력, 스트레스 해소

12~13 ㎐
(fast-α)

주의 집중과 약간의 긴장

베타파 14~30 ㎐ 평상시의 EEG
불안, 흥분

표 2. 뇌파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뇌파의 종류 중에서 깊은 수면이나 혼수

상태 또는 심각한 뇌질환 상태에서 나타나는 델타파와 초

조한 상태이거나 추리, 판단 등 고도의 인지를 위한 정보

처리 상태에서 발생하는 세타파는 본 실험에서 측정하고

자 하는 데이터와 관계가 없어 제외하였으며 김상우

(2010)의 연구에 따라 알파파와 베타파가 스트레스 관련 

지표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폰 사용 시 나타나는 뇌파 중 알파파와 베타파의 수치

를 측정하였다. 또한 전광식(2011)의 연구에서 절 값의 

우세한 정도를 비교하여 각 주파수 역의 결과를 비율을 

분석하는 파워스펙트럼분석법을 이용하여 RAHB(알파파/

고베타파)를 사용한다는 점을 인용하여 스트레스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s 19.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집단의 근활성도와 뇌파변화량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고, 사후검정으로 Tukey 검정을 실시하

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스마트폰 유형에 따른 아래팔 근활성도 비교

1) 짧은엄지벌림근의 근활성

왼쪽 짧은엄지벌림근에서는 아이패드3가 1.54㎶로 가

장 높았고, 아이폰4가 0.63㎶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학적

으로 세 집단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갤럭시 노트2와 

아이패드3, 아이폰4와 아이패드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오른쪽 짧은엄지벌림근에서는 아이패드3가 1.79㎶
로 가장 높았고, 아이폰4가 0.56㎶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

학적으로 세 집단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갤럭시 노트

2와 아이패드3, 아이폰4와 아이패드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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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 p 사후검정 비교

짧은엄지벌림근
left 0.63±0.32 0.71±0.44 1.54±0.57 19.77 0.00 A,B<C

right 0.56±0.23 0.97±0.46 1.79±0.72 23.34 0.00 A,B<C

노쪽손목굽힘근
left 0.15±0.07 0.17±0.09 0.40±0.22 14.07 0.00 A,B<C

right 0.14±0.50 0.14±0.60 0.32±0.18 13.67 0.00 A,B<C

긴엄지폄근
left 0.28±0.16 0.28±0.13 0.44±0.21 4.49 0.01 A,B<C

right 0.31±0.16 0.32±0.13 0.57±0.38 5.25 0.00 A<C

손가락폄근
left 0.36±0.14 0.24±0.09 0.40±0.19 5.44 0.00 A,B<C

right 0.30±0.09 0.32±0.10 0.43±0.13 6.33 0.00
A : 아이폰4, B : 갤럭시 노트2, C : 아이패드3

표 3. 스마트폰 유형에 따른 근활성도 값 비교 (단위 : ㎶)

2) 노쪽손목굽힘근의 근활성도

왼쪽 노쪽손목굽힘근에서는 아이패드3가 0.40㎶으로 

가장 높았고, 아이폰4가 0.15㎶로 가장 낮았다. 통계학적

으로 세 집단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갤럭시 노트2와 

아이패드3, 아이폰4와 아이패드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오른쪽 노쪽손목굽힘근에서는 아이패드3가 0.32㎶
로 가장 높았고, 아이폰4와 갤럭시 노트2가 0.14㎶로 같

았다. 통계학적으로 세 집단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갤럭시 노트2와 아이패드3, 아이폰4와 아이패드3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3) 긴엄지폄근의 근활성도

왼쪽 긴엄지폄근에서는 아이패드3가 0.44㎶로 가장 높

았고, 아이폰4와 갤럭시 노트2가 0.28㎶로 같았다. 통계학

적으로 세 집단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갤럭시 노트2

와 아이패드3, 아이폰4와 아이패드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른쪽 긴엄지폄근에서는 아이패드3가 0.57㎶로 가장 

높았고, 아이폰4가 0.31㎶로 가장 낮았다. 통계학적으로 

세 집단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갤럭시 노트2와 아이

패드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4) 손가락폄근의 근활성도

왼쪽 손가락폄근에서는 아이패드3가 0.40㎶으로 가장 

높았고, 갤럭시 노트2가 0.24㎶로 가장 낮았다. 통계학적

으로 세 집단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갤럭시 노트2와 

아이패드3, 아이폰4와 아이패드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오른쪽 손가락폄근에서는 아이패드3가 0.43㎶으로 

가장 높았고, 아이폰4가 0.30㎶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학

적으로 세 집단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표 3). 

2. 스마트폰 유형에 따른 뇌파 비교

1) 알파파

알파파에서는 아이폰4 11.01㎶로 가장 낮았고, 아이패

드3 14.01㎶로 가장 높았다. 통계학적으로 세 집단의 뇌

파를 비교한 결과 아이폰4와 아이패드3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표 4).

2) 고베타파

고베타파에서는 갤럭시 노트2 6.17㎶로 가장 낮았고, 

아이패드3 6.82㎶로 가장 높았다. 통계학적으로 세 집단

의 뇌파를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표 4).

3) 스트레스지수

스트레스지수에서는 아이폰4 1.90㎶로 가장 낮았고, 아

이패드3 2.28㎶로 가장 높았다. 통계학적으로 세 집단의 

뇌파를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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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 p 사후검정 비교

알파파 11.01±2.47 11.75±2.35 14.01±2.74 6.06 0.00 A<C
고베타파 6.44±2.90 6.19±2.21 6.82±2.87 0.22 0.80

스트레스지수 1.90±0.65 2.04±0.59 2.28±0.76 1.26 0.29
A : 아이폰4, B : 갤럭시 노트2, C : 아이패드3

표 4. 스마트폰 유형에 따른 뇌파 값 비교 (단위 : ㎶)

Ⅳ. 고 찰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과거에 사용하던 

휴 전화와는 기능적·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 및 앱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사용으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들의 일

상생활 속에서 필수품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서 특히 성인들에게 스마트폰이 지닌 순기능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두되고 있어, 사용자 측면에서 스마트폰

의 유형에 따른 아래팔의 근활성도와 뇌파의 변화를 비교

하여 보았다.

근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왼팔 긴엄지폄근에서 갤럭시 

노트2 0.28㎶와 아이패드3 0.44㎶, 아이폰4 0.28㎶와 아이

패드3 0.44㎶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

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자세에 따른 운동역학적 변인 

분석을 연구한 김동수(2012)의 결과에서는 앉은 자세 시 

2.1％MVIC desk자세 시 3.8％MVIC, 선자세 시 2.5％
MVIC로 모든 구간에서 긴엄지폄근의 적분근전도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

구에서는 긴엄지폄근이 엄지손가락의 폄근이지만 자세의 

변화 때문에 손목과 손목손허리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의 변화에 따

른 근활성도 값을 비교한 선행연구와 달리 고정된 자세에

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긴엄지폄근을 손목과 손목손허리관

절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엄지손가락의 폄에 더 많이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근활성도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한가지의 스마트폰을 이용

한 선행연구와 달리 3가지 스마트폰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무게가 결과 값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왼쪽 손가락폄근에서 갤럭시 노트2 0.24㎶와 아이패드3 

0.40㎶, 아이폰4 0.36㎶와 아이패드3 0.40㎶로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환석(2007)에서 입력 작업 시 컴퓨

터 마우스에서 평균 46.30％MVIC, 트랙볼에서 평균 

41.91％MVIC로 손가락폄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우스를 사용 할 때에는 커서를 움직이기 위해 

테이블에서 마우스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큰 관절의 움직

임이 일어나고 볼을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트랙볼을 사용

할 때에는 작은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손

가락폄근의 결과 값이 마우스에서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작은 관절을 움직일 때보다 큰 관절을 움직일 때 더 활성

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값

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큰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활

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왼팔과 오른팔 노쪽손목굽힘근에서는 갤럭시 노트2 0.17

㎶, 0.14㎶와 아이패드3 0.40㎶, 0.32㎶, 아이폰4 0.15㎶, 

0.14㎶와 아이패드3 0.40㎶, 0.32㎶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키보드의 종류에 따른 노쪽손목굽힘근의 근활성도

를 비교한 이강진(2008)은 수직형 키보드의 끼인각 60°에

서 40.92％RVC, 끼인각 96°에서 49.58％RVC, 끼인각 

120°에서 51.34％RVC, 표준형키보드에서 50.05％RVC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키보드의 끼인각이 작을수

록 손과 아래팔의 중력 영향이 상 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활성도가 감소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중력의 영향이 

증가되어 아래팔의 근활성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화면크기의 차이는 크지만 무게의 차

이는 작은 아이폰4와 갤럭시 노트2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고, 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는 갤럭시 노

트2와 아이패드3, 아이폰4와 아이패드3에서는 근활성도 

값이 증가하였다. 김윤환(2013)에서도 벤치 프레스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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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함에 따라 어깨세모근의 근활성도가 0.17㎶에서 

0.39㎶로 증가하였고, 위팔세갈래근 또한 0.17㎶에서 0.30

㎶로 근활성도가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무게가 증가할수록 근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의 화면크기 보다 무게가 증가함

에 따라 근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게

가 가장 가벼운 아이폰4, 그 다음으로 갤럭시 노트2, 아이

패드3 순으로 측정을 하였는데 휴식시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무게의 가중에 의해 근활성도 값이 증가하였다.

뇌파를 측정한 본 연구에서 뉴로피드백을 이용하여 우

측 앞이마엽에서 알파파의 값을 측정한 결과 아이폰4 

11.01㎶, 갤럭시 노트2 11.75㎶, 아이패드3 14.01㎶로 세 

집단의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3

를 비교했을 때의 알파파 결과 값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선행연

구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안형모(2013)에 따르면 9.7인치 

태블릿PC보다 3.5인치 스마트폰이 집중도가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박수아(2011)의 연구에서는 화면크기가 

클수록 가독성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따라

서 화면 크기가 작을수록 집중도와 가독성이 떨어지며 이

때 알파파가 억제된다.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 스마트

폰 유형별로 알파파를 비교했을 때 화면크기가 가장 작아 

가독성과 집중도가 가장 낮은 아이폰4에서 알파파가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반면 화면 크기가 가장 커 가독

성과 집중도가 가장 높은 아이패드3에서 알파파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크기가 집중도와 가독성에 영향을 미쳐 아이폰4와 아

이패드3의 알파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알파파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고베타파 

값의 경우 아이폰4 6.44㎶, 갤럭시 노트2 6.19㎶, 아이패

드3 6.82㎶로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최성호(2008)에서 초등학생

을 상으로 휴 폰을 사용하는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

단으로 뇌파를 측정한 결과 베타파의 값 역시 사용 집단 

20.2㎶², 사용하지 않는 집단 23.0㎶²로 본 연구에서와 같

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스마트폰 사용 

시 뇌파의 변화가 화면크기와 무게에 의한 요인 말고도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며, 뇌파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Lin 등(1997)은 전자파

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도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뇌파 변화의 변수로 작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스트레스지수는 아이폰4는 190㎶, 

갤럭시 노트2 2.04㎶, 아이패드3 2.28㎶로 수치에는 차이

가 있었지만 베타파 값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국세(2011)의 연구에서는 3D 

TV 시청에 따른 시각피로도가 스트레스지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한 결과 우측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시청 전 0.62㎶에서 시청 후 0.84㎶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달리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차이

가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과  3D TV 모두 시각적 피로

도와 목, 어깨 등의 육체적 피로도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3D TV의 경우 화면의 크기가 확연히 크고 

입체 영상이 시각적으로 더 큰 자극을 주므로 스트레스지

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 아래팔 근육

의 변화를 측정, 비교한 연구가 많지 않아 측정 근육을 규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모든 스마트폰의 유형에 따

라 측정하지 못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연구에서는 더 많은 

스마트폰의 유형과 좀 더 다양한 근육을 측정하여 화면크

기, 무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요인이 근육에 영향을 

끼치는지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문자 입력 시 어떠한 유형

이 아래팔의 근활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가를 검증하고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아이폰4, 갤럭시 노트2, 아이패드3 

중 아이패드3에서 근활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갤럭시 노트

2가 가장 효율적인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의 무게에 따라 아래팔의 근육에 피로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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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통증과 불편함이 증가되어 근골결계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 인간공학적 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한 중

요성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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