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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repetitive hand task on upper extremity：

proprioception and dexterity.

Methods Experimental group who had done hand task since last 1 year and young adult control group was：

recruited this study. Proprioception was measured positioning errors of elbow and wrist on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system by Winarm software(Zebris Medcal GmbH, Germany). And dexterity was measured by box

and block test.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independent t -test.

Results When elbow moved from flexion to exten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on error of x axis in：

wrist location and erros of x, z axis in shoulder location(p<.05). When wrist moved from flexion to extensio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n y axis in finger location error(p<.05). And there significant difference on

dexterity(p<.05).

Conclusion In conclusion, repetitive hand task increase upper extremity proprioception and dexterity. The：

physical therapy in industrial workers should inhibit overuse injury.

Key Words Dexterity, Industrial worker, Motor training, Proprio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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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유수용성 감각 은 근방추(Proprioception) (muscle

골지건 기관 인대 수spindle), (golgi tendon organ),

용기 및 관절 수용기 내에 있는 층판(pacinian

과 루피니 종판 을 통해corpuscle) (Ruffini's ending)

수용되는 감각으로 와 신경섬유로 구성되어Ia, Ib Ⅱ

있다 이러한 고유수용성 감각은 자세(Ekman, 2007).

유지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져 각종 손상들

의 예측 인자로 사용되고 있다 등(Ryeson , 2008).

운동 훈련 은 뇌의 구조적 기능적(motor training) ,

변화를 초래하게 하고 등(Kleim , 2004; Rosenkranz

등 환자에게서는 증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2007)

고유수용성 감각을 증가시키는데(Van Tiggelen et

적절한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al, 2004),

나 강도 높게 시행될 때에는 근긴장 이상(dystonia)

이나 운동 조절 의 작업 수행 장애를(motor control)

야기할 수 있다 등 등 은(Byl , 1996). Bengtsson (2005)

피아니스트 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과도한

운동 훈련이 뇌의 변화를 줄 수 있고 특히 어린 나

이에 시작 할수록 그 변화는 더욱 증가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는 일반인에 비. Altenmüller(2003)

해 과도하게 손을 사용하는 작업자들에게서 상지의

근긴장 이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손은 견관절에서 시작된 역학적 지렛대 사슬의

마지막 연결고리로써 각종 기능적 활동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인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다 손은 섬세하고 다양한 움직임(Neumann, 2009).

이 가능한 복합체로써 관련된 부분들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개 뼈와 개 이상의 관절이27 14

독자적으로 배열되어 유동성을 가지므로 기능적인

활동을 위한 구조적 기초를 제공한다(Frankel &

Nordin 1989).

이러한 손은 일상생활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체의 한 분절이지만 작은 근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는 동

안 작업자의 최대 악력 수준을 넘는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동작이나 반복적인 작업은 손의 근긴장

이상과 수근관 증후군 과 같(carpal tunnel syndrome)

은 누적 외상성 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s,

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등CTDs) (Nuckols , 2010).

등 은 누적 외상성 질환을 비롯한 손Cannon (1981)

과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동작 시 과다한 힘

의 사용이나 과도한 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동일한,

동작의 잦은 반복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물리치료 분야에서 반복적인 운동 훈련은 감각과

운동의 통합 됨을 통해(sensory motor organigation)

환자들의 운동 습득 방법의 하나로(motor learning)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 훈련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 근

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과사용으로 인한 근긴장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작업장에서 근로자.

들의 과사용 증후군을 치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

한 활동들을 함에 따라 운동 훈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크게 요구되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수작업만으로도 작.

업으로 인한 손상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수용

성 감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작업장에서의 물리

치료는 과사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작업장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에 따

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을

부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년 동안 반복적인 수작업을 해온 제철 산업 전1

공 대학생 실험군과 일반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조

군의 고유수용성 감각과 기민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반복적인 수작업이 고유수용성 감각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연구 대상1.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2009 7 1 2010 6 30

까지 년 동안 주 회 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용접1 3 3

및 주조 실습에 참여한 대학교 제철 산업 전공S

남학생 명과 일반 남학생 명을 대상으로 하였22 22

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자로 근골격계와 신경계 병.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지 고유수용성 감각 및 기민성에 미치는 영향

－ 687－

력이 없고 상지 관절가동범위에 문제가 없으며 고,

유수용성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배재하기 위해 최근 년간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1

지 않은 자들을 선정하였다.

실험절차 및 측정방법2.

실험 절차1)

본 연구는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지 고유수용성

감각과 기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으로 제철 산업 전공 남자 대학생 명을 선22

정하였다 이들은 먼저 개월 동안 규모가 작고 복. 6

잡하며 정밀한 입체형의 똑같은 모형을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정밀주조 방법을 주 회 시간씩 실습하3 3

였는데 주형틀을 만들기 위해 반복적으로 망치질과

선반 작업 등의 수작업을 하였으며 이 후 개월간6

주 회 시간씩 모재를 수평으로 놓고 용접봉을 아3 3

래로 향한 아래보기용접 모재의 용접면이 수직 또,

는 수직면에 대하여 이내이고 용접선이 수평인45°

수평용접 용접면이 수직 또는 수직면과 이내의, 45°

각을 이룬 면상에서 용접선이 상하로 위치하는 수

직용접 용접면이 수평인 면에서 용접선이 수평이며,

용접봉을 모재의 하방향에 대고 위를 향한 위보기

용접 등의 수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일반 남자 대.

학생 명으로 이루어진 대조군을 모집하였으며 실22

험 당일 피험자들에게 실험 중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본적인 측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숙지시

킨 후 측정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한 뒤 차원3

동작 분석 장비(Winarm software, Zebris Medcal

독일를 이용하여 상지 고유수용성 감각을GmbH, )

측정하였다 이 후 분간의 휴식 시간을 준 후 상. 10 ,

자와 나무토막 검사(Box & block, Reha-technologies,

미국를 이용하여 상지의 기민성을 측정하였다 본) .

연구에 이용된 실험실의 온도는 습도22 24 , 60%∼ ℃

가 유지되도록 하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운동 생

리적 반응의 변화를 최소화하였다.

측정방법2)

고유수용성 감각(1)

본 연구에서 고유수용성 감각 측정을 위해 사용

된 는 손과 팔의 움직임을 차원으Winarm software 3

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적인 도구이다 움직임을 기.

록하기 위해서는 측정 시스템인 Compact measuring

과 지지대system 10(CMS10) CMS (holding device),

부착 마커 부착 스티커(body surface markers), (pads),

연결선 컴퓨터 장치가 필요하다 테스트 결(cables), .

과는 모니터를 통해 그래프와 레포트로 분석된다.

이 도구를 통해 반복적 움직임(repetitive movement),

관절가동범위 최대속도 움직임(range of motion),

겨냥 움직임(maximum speed movement), (aiming

의 가지 영역을 기능적으로 분석할 수movement) 4

있다 본 연구는 반복적 움직임 영역에서 우세손 주.

관절과 수근관절의 움직임을 정해둔 각도에서 관절

위치감각 변화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 회 시행하10

였다.

상지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험

자들은 안대를 이용하여 시각적 정보를 차단하였고,

귀에 메트로놈 중국과(Metro-tuner MT-30, Musedo, )

연결된 이어폰을 꽂아 움직임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상지의 움직임은 두 가지.

동작으로 측정되었는데 주관절의 굴곡과 신전 수근,

관절의 굴곡과 신전을 측정하였다 먼저 주관절의.

굴곡과 신전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상완을 체간

과 일치되게 놓은 상태에서 주관절 와 위30° 110°

치를 각도계로 측정한 뒤 피험자가 인지 주지시켰,

다 시작 위치는 주관절 위치였으며 이 후 피험. 110°

자는 메트로놈 속도에 맞춰 초간 주관절 위치1 30°

를 찾으려 내려간다 주관절 위치를 찾은 뒤 피. 30°

험자는 다시 초간 주관절 위치를 찾아가는1 110°

동작을 회 반복하였다 위치 감각의 정도를 파악10 .

하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고 10

회 동작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움직임 범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회 연습 뒤에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주관절3 .

굴곡과 신전에 대한 차원 동작 분석을 위한 마커3

의 부착위치는 상완골의 대결절(greater tubercle),

상완골의 외측상과 요수근관절(lateral epicondyle),

의 곳 이었다(radiocarpal joint) 3 (Figure 1).

수근관절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책상 위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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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앙위 으로 놓고 실시하였으며 전(mid position)

완과 손을 일치시킨 자세를 로 설정하고 굴곡0° 70°

위치에서 시작하여 신전 위치까지 반복해서 움70°

직이도록 하였으며 검사방법은 주관절과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수근관절의 굴곡과 신전 시 손가락은.

곧게 편 채로 움직임 없이 유지하도록 하였고 마커

의 부착위치는 상완골의 외측상과(lateral epicondyle),

요수근관절(radiocarpal joint), 두 번째 손가락의 중수

지절 관절 이었다(metacarpopharyngeal joint) (Figure 1).

기민성(2)

본 연구에서 상지의 기민성 측정은 상자와 나무

토막 검사 로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box & block test) .

손 기민성 을 측정하는 도구로 검사(hand dexterity)

방법은 인치 크기의 블록을 한 쪽 상자에서 다른 쪽1

상자로 옮기는 것으로 손으로 분 동안 옮긴 각각의1

블록 개수를 점수로 하였다 와(Trombly Radomski,

이 검사의 신뢰도는 오른손이 왼손이2002). r=0.98,

며 타당도는 이다 측정0.94 r=0.91 (Cromwell, 1976).

은 대상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회 연습을 실3

시한 후 분간 휴식한 뒤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5 .

분석 방법3.

실험에 의해 고유수용성 감각의 자료는 Winarm

에 의해 축관상면 축시상면 축수평software x ( ), y ( ), z (

면으로 수집되었으며 로 추출하였다 추) , ASCII file .

출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Excell v2007

계산식에 동작의 오차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모.

든 절차는 연구자에 의해 직접 시행되었고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

고유수용성 감각 기민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를 사용하였다Independent t-test .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로 하였으며P<.05

통계 분석방법은 프로그램을 사SPSS version 12.0

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과 같(Table 1)

다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세 키는. 22.59 . 174.09cm,

몸무게는 이었으며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68.59kg ,

세 키는 몸무게는 이었다22.82 , 175.64cm, 69.05kg .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22)

Control group

(n=22)

Age(years) 22.59±.95 22.82±2.06

Height(cm) 174.09±6.83 175.64±6.60

Body weight(kg) 68.59±11.45 69.05±6.62

Table 1. Participant general characteristics

(Mean±SD)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절 굴곡 신전 시 평,

균 오차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절 굴곡 신전 시 평균,

오차의 차이는 와 같다 수근관절의 위치(Table 2) .

에서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x , y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축의z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주관절의 위치에서 축의 오차 축의 오차 축의x , y , z

오차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견관절의.

위치에서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x

보였고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p<.05) y

Fig 1. Measuring posture and attaching location of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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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축의z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근관절 굴곡 신전 시,

평균 오차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절 굴곡 신전 시 평균,

오차의 차이는 과 같다 손가락의 위치에(Table 3) .

서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축x , y

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z .

수근관절의 위치에서 축의 오차 축의 오차 축x , y , z

의 오차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

절의 위치에서 축의 오차 축의 오차 축의 오차x , y , z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arker Coordinat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Wrist

X 15.06±9.88 16.78±13.53 -.480 .634

Y 17.90±11.76 20.79±19.90 -.585 .561

Z 10.03±9.55 17.38±9.90 -2.504 .016*

Elbow

X 13.45±11.34 11.95±9.62 .472 .640

Y 6.90±6.05 7.57±6.31 -.361 .720

Z 9.31±7.90 11.05±7.05 -.768 .447

Shoulder

X 6.10±4.61 10.28±7.97 -2.128 .039*

Y 5.86±5.34 7.78±5.13 -1.215 .231

Z 2.79±2.34 6.82±8.13 -2.232 .031*

Note: Values are mean±S.D

Table 2. Comparison of mean joint position sense change during elbow flexion and extension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unit: mm)

Marker Coordinat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Finger

X 13.24±13.42 18.28±13.13 -1.258 .215

Y 5.83±4.29 10.18±8.58 -2.127 .039*

Z 9.08±6.62 12.40±7.94 -1.508 .139

Wrist

X 8.76±7.69 8.50±5.83 .123 .902

Y 4.61±4.67 4.67±6.27 -1.376 .176

Z 5.82±3.80 6.13±5.95 -.203 .840

Elbow

X 5.00±3.26 6.22±5.38 -.911 .368

Y 3.84±3.08 5.47±4.85 -1.323 .193

Z 3.55±4.31 4.78±4.13 -.968 .338

Note: Values are mean±S.D

Table 3. Comparison of mean joint position sense change during wrist flexion and extension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unit: mm)

Marker Coordinat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Finger X 88.41±9.22 82.05±6.86 -2.596 .013*

Note: Values are mean±S.D

Table 4. Comparison of mean dexter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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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대조군의 기민성 비교3.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절 굴곡 신전 시 평균,

오차의 차이는 와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Table 4) .

의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 차이는 실험군에서 88.41

개 대조군에서 개로 나타나 통계적±9.22 , 82.05±6.86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Ⅳ 고 찰.

본 연구는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지 고유수용성

감각과 기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자동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 및 일상생활,

에서의 작업 중 수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

다 스웨덴의 통계에 따르면 직업성 상해에서 손가.

락 손 손목이 포함된 사고가 에 달하고, , 32% (Mital

과 Kilborn 1992),

국내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많은 선박 조선 공정

에서 자각증상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를 살펴

보면 손과 손목 관련 증상 호소율이 라인 작업에서

로 수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28.1%

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신성환 등( . 2008).

고유수용성 감각은 인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위치

감각으로 정의되며 년, 1906 Charles Scott Sherrington

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의식적인 감각 정보의 전달,

자세 조절과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등(Hagert ,

고유수용성 감각기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은2009).

운동 시 근육들의 움직임에 대한 무의식 조절과 자

세와 운동의 인식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의 입력이 상실되면 운동수행 능력은 저하되고 일,

상생활 동작 수행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Hoon

등 고유수용성 감각 능력 변화의 주된 원인, 2009).

은 운동 시 위치감각을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진 근

방추를 이루는 신경섬유의 민감도 변화와 중추신Ia

경계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의 변화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고유수용성 감각은 질(Ribeiro, 2007).

병으로 인해 감각의 저하가 동반된 환자들과 낙상

과 같은 손상 예방을 위해 이를 향상시키려는 다양

한 자극 훈련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Au-Yeung, 2003).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주관절 굴곡 신전 시,

수근관절의 위치에서 축의 오차 견관절의 위치에z ,

서 축의 오차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x , z

이가 나타났고 수근관절의 굴곡 신전 시 손(p<.05) ,

가락의 위치에서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y

차이가 나타나서 결론적으로 자세 오차로 측(p<.05)

정된 고유수용성 감각이 향상되었다 와. Rosenkranz

은 건강한 대상자들에게 감각통합 운Rothwell(2006)

동을 적용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 그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고

등 은 반복적인 작업 수행이 주관절의Tripp (2009)

관절 위치감각 를 개선시킨다고(joint position sense)

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의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인한 결과 역시 운동 훈련과 비슷한 생리학적 반응

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관절 굴곡 신전 시. ,

견관절과 수근관절에서 오차는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주관절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관절의 형태에 있

어 주관절이 경첩관절이었기에 오차가 크지 않았고

견관절의 경우 구상관절 형태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가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수근관절의 굴곡 신전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손가락의 위치에서 축y

의 오차뿐이었는데 이는 실험 시 장비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원위 척골부를 책상위에 걸쳐

고정한 채 굴곡과 신전을 시행했기 때문에 수근관

절과 주관절에서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

로 생각되며 손이 아무런 지지없이 움직였다면 수

근관절과 주관절 변인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

을 것이다.

기민성 변인의 결과와 관련하여 등 은Wing (2008)

반복적인 운동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기민성을 증

가시켜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 결과가 향상되었다고

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특성은 다르,

지만 반복적인 수작업은 작업수행 능력을 증가시키

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기민성 역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수작업 만으로 고유수용

성 감각의 개선 여부를 파악하여 작업장의 물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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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있어 예방적 방법으로 운동감각 통합 목적의

반복적인 운동 훈련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그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민성이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수작업은 고유감

각 수용기를 활성화 시키고 그로인해 상지의 기능

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근긴장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반복적인 운동 훈련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향상시켜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고 손가락의 움직임

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와(Spector Brand-

와 따라서fonbrener, 2007; Zeuner Molloy, 2008).

작업장 물리치료에 있어 손상 예방의 목적으로는

과사용을 억제시키고 과사용으로 손상을 당한 환자,

라면 감각 운동통합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물리치료 분야 연구와 다른 관

점에서 운동 훈련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근긴장 이상 등을 발생시키는 반.

복적 운동 및 작업 정도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반복적 운동 시행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배재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년 동안 반복적 수. 1

작업을 해온 대학생들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기에

모든 작업자를 대표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작업 년 수에 따른 단순 반복 작업자들의

고유수용성 감각 변화와 손상률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반복적인 수작업이 상지 고유수용성

감각과 기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고유수용성 측.

정 방법으로 사용된 주관절 굴곡 신전 시 수근관절,

의 위치에서 축의 오차 견관절의 위치에서 축의z , x

오차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z

났고 수근관절의 굴곡 신전 시 손가락의 위(p<.05) ,

치에서 축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y

타났으며 기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

가 나타났다(p<.05).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수작업은 손상 예방을 가능

하게 하는 고유수용성 감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기

민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작업장 물리치료에 있

어 손상 예방의 목적으로는 과사용을 억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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