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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onstructed an analysis of postures of a expert diver's wearing and 
taking off with skinscuba equipment using ergonomics tools(REBA, RULA, OWAS) for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injuries. This survey is consisted of 4 postures in terms of 
wearing and taking off : Crouching(alone), Standing(alone), Helping of assistance, Using of 
stanchion. Their rate of injuries is getting higher due to instability postures, exposed 
dangers and excessive physical actions. So this study provides basic and educational 
information for prevention of that. The result is as follows : The result of crouching 
postures of wearing alone was REBA 9(Ac Level 3), RULA 7(Ac Level 4), OWAS AC 2, 
and crouching postures of taking off alone was REBA 12(Ac Level 4), RULA 7(Ac Level 
4), OWAS AC 4. The result of standing postures of wearing alone was REBA 8(Ac Level 
3), RULA 7(Ac Level 4), OWAS AC 3, and standing postures of taking off alone was 
REBA 8(Ac Level 3), RULA 7(Ac Level 4), OWAS AC 3. The result of helping of 
assistance postures of wearing was REBA 4(Ac Level 2), RULA 3(Ac Level 2), OWAS AC 
2, and standing postures of taking off alone was REBA 4(Ac Level 2), RULA 4(Ac Level 
2), OWAS AC 1. The result of using of stanchion postures of wearing was REBA 3(Ac 
Level 1), RULA 3(Ac Level 2), OWAS AC 1, and standing postures of taking off alone 
was REBA 3(Ac Level 1), RULA 3(Ac Level 2), OWAS AC 1. Especially both postures of 
wearing and taking off alone showed high results in the analysis of postures using 
ergonomics tools(REBA, RULA, O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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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속은 인간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

계이다. 수중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을 살펴보고,

수중 풍경 속을 우주 비행사처럼 무중력상태로

옮겨 다니면서 체험을 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에

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이다(김광휘, 1995, 이장구,

구정철, 신철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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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인 바다와 다양한 섬 그리고

내륙의 강과 호수 등은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자연과 더불

어 건강을 지키는 사계절 레저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이준희와 최정도, 2004, 윤상문, 2005).

임봉우, 이종영(2003)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

소나, 복잡한 도심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삶의 의

미를 찾기 위한 여가 선용의 방법으로써 스킨스

쿠버 다이빙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스킨스

쿠버 다이빙은 약 20만의 참가자와 1천 개의 동

호회가 조직되어있을 만큼 대중화 되어있는 종목

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석, 이종영, 2002). 이밖에

전국적으로 141개의 샵과 6개의 국내 및 해외 해

양실습장, 리조트를 운영하여 스킨스쿠버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

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지금까지 30만 명 정

도가 잠수 교육을 받았고, 약 10만 명 정도가 잠

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잠수강사는 약 2,5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오

강진, 박재용, 사공준, 2008).

최근 스쿠버다이빙 시장을 보면 경제 침체 상

황이라 해도 스쿠버다이빙에 매력을 가졌던 사람

들은 지속적으로 다이빙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고급 레저스포츠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더욱 더

스쿠버다이빙을 경험하려 하고 있다(고형남,

1999; 최영웅, 최정도, 2004).

이러한 레저 스포츠 중에 하나인 스킨스쿠버다

이빙은 수중세계로 접어 들 수 있는 매우 흥미로

운 종목의 레저스포츠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

에 위험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이빙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다이빙 참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라승구, 2006).

잠수에 의한 건강장해는 다양한 증상과 질환으

로 발현될 뿐만 아니라 사망 등의 중대 사고가

초래되어 직업병이 아니라 사고로 분류되는 경우

도 많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5).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잠수관련 질환으로는 수

압의 변화로 인한 압력손상, 감압병, 심장의 과부

하로 인한 심정정맥, 식도와 위의 압력차이로 인

한 위식도 역류, 근육통, 두통 등에 대한 약물 과

다복용의 부작용과 근골격계 질환 및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Ednomds 등, 2002; 차수강, 2006).

이처럼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한 사고와 위험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에 비해 한국이

사고 발생률이 높고 활동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상규,

2007).

그 중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

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

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07).

그 요인으로는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근력의 동원, 정적인 근력의 장시간동원,

국소 또는 전신 진동, 저온, 휴식 시간 부족 등이

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건

강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이승원, 2008).

향상된 생활여건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선호하

는 여가 활동영역은 레저스포츠 활동을 겸한 참

여형 관광활동형태로서 과거의 수동적 형태에서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특

히 해양레저스포츠의 일환으로 수중 레저 스포츠

의 관광인구도 급증하여 보편화된 실정에서 누구

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지침 및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류재청, 이계산, 2003).

고상백 등(2000)은 일부조선업 근로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전체 작업관련질환 중 근

골격계 질환이 10.99~25.66%를 차지하며, 이중

65%가 물건을 드는 동작 동안 발생한다고 하였

다. 스킨스쿠버는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

에 장비착용 시, 이동 시에 불편하고 부자연스러

운 자세, 과도한 힘에 의해 상해를 유발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움직임에는 자연히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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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인체의 근골격계 각 부분에 힘이 들

어가게 되며,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경우엔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박희석, 오선경, 2006). 또

한,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환경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을 줄수 있고, 근육과

혈관, 신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결국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고 정확한 자세를

통해 신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간과할 수 있는 장

비 착용 자세, 벗는 자세를 인간공학적 기법에 따

른 자세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허리, 무릎, 발목

등의 근골격계 상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와 스

킨스쿠버 안전교육 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 참가자

본 실험에는 5년 이상 다이빙 활동을 하였으

며, 다이빙 횟수가 500회 이상 되는 실험참가자

1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를

1명으로 선정한 것은 장비 사용과 취급에 문제가

없으며, 분류된 자세를 정확히 취할 수 있는 전

문 다이버를 선정함으로서 자세에 따른 개인 간

의 편차를 최소화시키고 정확한 측정이 되기 위

함이다. 실험참가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N) 연령(yrs) 신장(cm) 체중(kg) 경력(yrs)

SSM 27 174 68 5

<표 1> 실험 참가자의 신체적 특성

2. 실험 항목 분류
본 연구에서는 실험 항목을 착용 자세, 벗는

자세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라

쪼그린 자세(혼자), 일어선 자세(혼자), 버디 도움,

지지대 위 자세로 분류하여 자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항목의 분류는 <표 2>와

같다.

구 분 착용 자세 벗는 자세

쪼그린

자세

(혼자)

일어선

자세

(혼자)

버디

도움

지지대

위

<표 2> 실험 자세 분류

3. 실험 평가 방법
이준우, 박범진(2001)은 현장에서 작업 자세를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은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작업 자세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과 달리 비디오

촬영을 통한 조사 및 분석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동일한 영상을 보면서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조사자가 기록한 작업 자세 코드의 결과를 비교,

토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조사자가 작업 자

세 코드를 기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와 같이 작업 자세별로 분류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도록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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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면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가장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라고 판

단되는 부분을 캡처하여 3번을 반복하여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이 캡처된 모든 작업은 REBA (Rapid

Entire Body Assessment)와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OWAS(Ovako Working Posture

Analysis System)의 평가방법에 따라 자세를 평

가하고 분석하였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을 전공한 교수 2명과 운동역학을 전공

한 교수 1명이 분석을 실시하였고 토론과정을 거

쳐 점수를 산출하였다.

Ⅲ. 결 과

가. 자세 분석 결과 : 쪼그린 자세(혼자)

장비 착용시 혼자 착용하는 경우 쪼그린 자세

(혼자)의 REBA 분석에서는 9점, AC Level 3로

위험단계는 ‘높음’, 조치단계는 ‘곧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RULA 분석에서는 7점, AC Level 4로

정밀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됨으로 나타났

다. OWAS 분석에서는 AC 2로 근골격계에 약간

의 해를 끼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작업 자세의

교정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장비 벗을시 혼자

벗는 경우 쪼그린 자세(혼자)의 REBA 분석에서

는 12점, AC Level 4로 위험단계는 ‘매우높음’,

조치단계는 ‘지금 즉시 필요함’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RULA 분석에서는 7점, AC Level 4로

정밀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됨으로 나타났

다. OWAS 분석에서는 AC 4로 근골격계에 매우

심각한 해를 끼치며 즉각적인 작업 자세의 교정

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착용 자세 벗는 자세

REBA 9(Ac Level 3) REBA 12(Ac Level 4)

RULA 7(Ac Level 4) RULA 7(Ac Level 4)

OWAS 2(AC 2) OWAS 4(AC 4)

<표 3> 쪼그린 자세(혼자) 분석 결과

나. 자세 분석 결과 : 일어선 자세(혼자)

장비 착용시 혼자 착용하는 경우 일어선 자세

(혼자)의 REBA 분석에서는 8점, AC Level 3로

위험단계는 ‘높음’, 조치단계는 ‘곧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RULA 분석에서는 7점, AC Level 4로

정밀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됨으로 나타났

다. OWAS 분석에서는 AC 3로 근골격계에 직접

적인 해를 끼치며 가능한 빨리 작업 자세의 교정

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장비 벗을시 혼자 벗는

경우 일어선 자세(혼자)의 REBA 분석에서는 12

점, AC Level 4로 위험단계는 ‘매우높음’, 조치단

계는 ‘지금 즉시 필요함’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RULA 분석에서는 7점, AC Level 4로 정밀조

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됨으로 나타났다.

OWAS 분석에서는 AC 3로 근골격계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며 가능한 빨리 작업 자세의 교정이 필

요함으로 나타났다.

착용 자세 벗는 자세

REBA 8(Ac Level 3) REBA 8(Ac Level 3)

RULA 7(Ac Level 4) RULA 7(Ac Level 4)

OWAS 3(AC 3) OWAS 3(AC 3)

<표 4> 일어선 자세(혼자) 분석 결과

다. 자세 분석 결과 : 버디 도움

장비 착용시 버디 도움으로 착용하는 경우 버

디 도움 자세의 REBA 분석에서는 4점, AC Level

2로 위험단계는 ‘보통’, 조치단계는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RULA 분석에서는 3점, AC Level 2로

계속적인 추가관찰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OWAS 분석에서는 AC 2로 근골격계에 약간의

해를 끼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작업 자세의 교

정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장비 벗을시 혼자 벗

는 경우 일어선 자세(혼자)의 REBA 분석에서는

12점, Action Level 4로 위험단계는 ‘매우높음’,

조치단계는 ‘지금 즉시 필요함’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RULA 분석에서는 7점, AC Level 4로

정밀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됨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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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WAS 분석에서는 AC 3로 근골격계에 직접

적인 해를 끼치며 가능한 빨리 작업 자세의 교정

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착용 자세 벗는 자세

REBA 4(Ac Level 2) REBA 4(Ac Level 2)

RULA 3(Ac Level 2) RULA 4(Ac Level 2)

OWAS 2(AC 2) OWAS 1(AC 1)

<표 5> 버디 도움 분석 결과

라. 자세 분석 결과 : 지지대 위

장비 착용시 지지대위에서 착용하는 경우 지지

대 위 자세의 REBA 분석에서는 3점, AC Level

1로 위험단계는 ‘낮음’, 조치단계는 ‘필요할지도

모름’으로 나타났다. RULA 분석에서는 3점, AC

Level 2로 계속적 추가관찰이 필요함으로 나타났

다. OWAS 분석에서는 AC 1로 근골격계에 특별

한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작업 자세에 아무런 조치

도 필요치 않음으로 나타났다. 장비 벗을시 지지

대 위에서 벗는 경우 지지대 위 자세의 REBA

분석에서는 3점, Action Level 1로 위험단계는

‘낮음’, 조치단계는 ‘필요할지도 모름’으로 나타났

다. RULA 분석에서는 3점, AC Level 2로 계속

적 추적관찰을 요함으로 나타났다. OWAS 분석

에서는 AC 1로 근골격계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작업 자세에 아무런 조치도 필요치 않음

으로 나타났다.

착용 자세 벗는 자세

REBA 3(Ac Level 1) REBA 3(Ac Level 1)

RULA 3(Ac Level 2) RULA 3(Ac Level 2)

OWAS 1(AC 1) OWAS 1(AC 1)

<표 6> 지지대 위 분석 결과

Ⅴ. 논 의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가스포츠 활동

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야외에서 자연을 접하며, 자연의 신비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스포츠들이 대중적으로 활성

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바다 속

의 신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킨 스쿠버 다

이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남재화, 김건철, 1999).

그러나 최근 스포츠 스쿠버 인구가 급격히 늘

어나면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대

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송기철, 2004). 따

라서, 본 연구는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 및 벗는

자세를 평가하여 근골격계 상해 예방을 위한 기

초자료와 스킨스쿠버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자 실시하였다.

쪼그린 자세(혼자)의 OWAS 분석결과는 이준

우, 박범진(2001)의 산림작업에서 체인톱과 낫을

이용한 작업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REBA

분석에서는 무릎 꿇는 자세와 무릎 굽힘 각도가

크기 때문에 모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RULA

분석은 개인 착용장비 무게(25kg)의 영향과 허리

굽힘 각도가 매우 크며 허리 뒤틀림과 옆으로 구

부린 자세의 영향과 목 굽힘 각도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일어선 자세(혼자)의 REBA 분석에서는 허리

굽힘 각도와 목 굽힘 각도가 크기 때문에 모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RULA 분석은 개인 착

용장비 무게(25kg)의 영향과 허리 굽힘 각도와

목 굽힘 각도와 손목 굽힘 각도가 크기 때문에

자세 중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OWAS 분석에서는 목 굽힘 각도, 25kg이상의

중량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박희석, 이미란(2006)의 윤활유

박스 팔레트 선적 작업과 낱개 포장 차량 적재

작업 자세 분석과 이창민, 오연주, 이준수(2005)

의 분류 작업 중 운반함을 밀고 당기는 작업에서

밀기 작업과 일치하였다. 중량물의 무게(25kg)와

목, 허리 굽힘, 비틀림, 무릎 굽힘 등으로 인하여

신체와 근골격계에 미치는 부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또한, 채성호(2006)의 벽

석고보드 설치작업의 나사를 조이는 작업 자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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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 분석에서 AC 3으로 일치하였다. 무거운

중량물과 몸통을 비틀고 허리 등을 굽히는 부적

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버디 도움 자세의 REBA 분석결과에서는 허리

굽힘 각도와 목 굽힘 각도가 크기 때문에 모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RULA 분석은 개인 착

용장비 무게(25kg)의 영향과 허리 굽힘 각도와

목 굽힘 각도가 매우 크며 손목 굽힘 각도가 크

기 때문에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OWAS 분석에

서는 목 굽힘 각도, 25kg이상의 중량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현석, 김정룡, 박지수(2007)의

결과에서 1급자동차 정비업소의 공정별 작업 자

세의 OWAS 분석 결과 전체 공정의 87.4%가

AC 2점으로 조만간 작업 자세 개선으로 분석되

었으며, RULA 분석 결과 전체 공정의 56.3%가

AC Level 4로 즉시 개선이 요구됨, 37.5%가 AC

Level 3으로 빠른 개선이 요구됨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인 작업공정의 근육부하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REBA 분석 결과 전체 공정 중 37.5%

가 AC Level 3으로 곧 조치가 필요함, 56.3%가

AC Level 2로 조치가 필요함으로 분석되어 버디

도움, 지지대 위 자세 분석 보다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공정이 근육부하가

높은 작업으로 나타나 보조 수단(버디, 지지대

등)의 사용이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켜

준다고 생각된다.

지지대 위 자세의 REBA, RULA 분석결과에서

는 손목 굽힘 자세와 목 굽힘 자세의 영향으로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앉은 자세와 굽

힘 각도가 적고 충격 및 갑작스러운 힘 등의 중

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최저점을 나타내었

다. OWAS 분석에서는 개인 착용장비 무게(25kg)

를 지지 할 수 있는 지지대의 사용과 몸을 편 자

세 등으로 인해 최저점을 나타내었다. 쪼그린 자

세(혼자), 일어선 자세(혼자)의 분석보다 훨씬 낮

은 결과를 나타내어 보조 수단(지지대)의 사용이

중량물의 부하와 목, 허리, 무릎 등 신체에 가해

지는 부하를 가장 크게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사용하는 스킨스

쿠버 장비의 경량화와 함께 보조 수단의 사용,

주변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근골격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의 모색도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킨스쿠버 교육적 내용으로 보조 수단(지지

대)등을 사용하여 장비 취급의 안정성을 높이며

이에 따른 교육적 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며 향후에는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 및 벗는 자세

따른 근피로도, 작업부하 평가 등을 통한 근, 관

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근

골격계 상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장비 취급과 작

업 자세에 따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Ⅵ. 결 론

스킨스쿠버 장비는 복잡하며 전문 지식과 기술

을 필요로 하며 무거운 하중과 부주의, 장비 사

용 및 취급 미숙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비의 사용과 취급의 숙련도가 높으며 정확한

자세의 표현이 가능한 활동 경력이 많은 성인 남

자 1명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 자세,

벗는 자세를 인간공학적 분석기법(REBA, RULA,

OWA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 및 벗는 자세를 분석

한 결과 신체에 미치는 부담정도가 쪼그린 자세

(혼자)가 가장 높았으며 일어선 자세(혼자), 버디

도움, 지지대 위 순으로 나타났다.

2. 쪼그린 자세(혼자) 분석 결과 착용 자세, 벗

는 자세의 REBA, RULA, OWAS 평가 결과 모두

신체의 부담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벗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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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의 상체 뒤틀림, 허리 및 무릎 굽힘 각도 등

으로 인해 RULA, OWAS 분석에서 신체의 부담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일어선 자세(혼자) 분석 결과 착용 자세, 벗

는 자세 모두 쪼그린 자세(혼자)와 같이 높은 수

치를 나타내었다. 개인장비(25kg)의 영향과 목,

허리, 무릎 굽힘 등으로 인해 높게 나타났다.

4. 버디 도움 자세 분석 결과 착용 자세, 벗는

자세 분석은 혼자 착용 자세 보다 훨씬 낮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벗는 자세에서 OWAS 분석은

곧게 편 자세와 버디 도움에 의한 매우 적은 무

게의 영향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5. 지지대 위 자세 분석 결과 착용 자세, 벗는

자세 모두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지지

대의 사용으로 인해 편안한 자세와 고정된 자세

로 인해 REBA, RULA, OWAS 분석에서 모두 가

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결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 및 벗

을 시 보조 수단의 여부에 따라 근골격계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혼자 장비를

취급할 때보다 버디의 도움을 받는 경우, 버디의

도움을 받는 경우 보다 지지대를 사용하는 경우

에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낮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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