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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lectromyographic(EMG) activity of 
vastus medialis oblique(VMO) and vastus 
lateralis(VL)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patellar 
taping during stair stepping. Methods: Both 
VMO-VL onset timing and VMO/VL ratio of 15 
participants with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PFPS) were measured using an surface EMG 
uint(Myosystem 1400A, Noraxon Inc., USA). The 
measurements were taken under three conditions 
in random order of patellar taping, placebo taping, 
and no-taping. Data were analysed using 1 × 3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atellar taping on 
VMO/VL amplitude compared with the placebo 
taping and no-taping conditions during stair 
stepping,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VMO-VL onset timing.
Conclusion: These result indicate that patellar 
taping on the vastus medialis oblique has effect 
on the VMO/VL ratio. Increased values of 
VMO/VL ratio may contribute to patellar 
realignment and explain the mechanism of pain 
reduction following patellar taping in participants 
with PFPS.

Key words : Electromyography, Quadri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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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무릎넙다리통증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 

PFPS)은 성인 여성에게 발생 비율이 높은 근육뼈 계 

질환이다(McConnell, 1996 ; Mostamand, Bader, & 

Hudson, 2011). PFPS 환자는 무릎넙다리관절에 부하

를 주는 쪼그려 앉기, 무릎꿇기, 뛰기, 계단보행과 같

은 체중지지동작 시 무릎뼈 앞이나 뒤에 통증을 호소

한다(Nijs, Van Geel, Van der auwera, & Van de 

Velde, 2006). PFPS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았지만, 무릎관절 지지 근육의 불균형과 연부조직의 

반복적 미세손상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Poynton, Javadpour, Finegan, & O'Brien, 1997).

무릎관절의 폄근으로 작용하는 넙다리네갈래근은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가쪽넓은근(vastus 

lateralis, VL), 안쪽넓은근(vastus medialis), 중간넓은근

(vastus intermedius)으로 구성된 크고, 강한 근육이다. 

이 중 안쪽넓은근은 넙다리뼈와 50～55도의 각도를 

이루며 무릎뼈에 부착되는 안쪽빗넓은근(vastus 

medialis oblique, VMO)과 15～18도의 각도로 부착되

는 안쪽긴넓은근(vastus medialis longus)으로 구성된다

(Lieb & Perry, 1968). VMO는 안쪽넓은근 횡단면적

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밖굽이무릎으로 인한 스트

레스나 다른 넙다리네갈래근에 의해 생성되는 가쪽 

끌림에 항하여 무릎뼈를 넙다리뼈 안쪽으로 주행시

키는 역할을 한다(Lieb & Perry, 1968). 조적으로 

안쪽긴넓은근의 주기능은 VL과 같이 무릎관절을 펴

는 것이다. 

무릎관절이 건강한 사람은 VL에 한 VMO의 근

활성비가 약 1:1이지만, PFPS 환자는 무릎관절 폄 시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가 정상인보다 낮았다

(Powers, 2000). 또한 PFPS 환자는 계단오르기 시 

VMO가 VL보다 16.58 ms 지연되어 개시되었고, 계단

내려오기 시에는 19.71 ms 지연되어 개시되었다

(Cowan, Bennell, Crossley, Hodges, & McConnell, 

2002). 이러한 PFPF 환자의 근활성비 감소와 VMO의 

개시시간 지연은 무릎뼈의 정상적  주행을 어렵게 할 

것이며(Elias, Kilambi, & Cosgarea, 2010), 무릎넙다리

관절에 부하를 증가시켜  통증을 유발할 것이다

(Powers, 2000).

무릎넙다리통증의 감소를 위해 적용되는 보존적 치

료는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강화운동, 무릎주변 연부

조직의 신장운동, 무릎뼈 테이핑, 넙다리네갈래근에 

한 근전도 생체되먹이기 훈련(Bennell et al., 2010)

과 전기자극치료(Boucher, Wang, Trudelle-Jackson, & 

Olson, 2009) 등 다양한 중재방법이 있다. 무릎뼈 테

이핑은 PFPS 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며(Mostamand et al., 2011), 무릎넙다리관절

의 재정렬과 VMO의 활성 촉진을 통해 무릎뼈의 안

정성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된다(McConnell, 1986). 무

릎뼈 테이핑은 VMO를 중립 위치로 재조정하기 위해 

무릎뼈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며 테이프를 부착하여, 

환자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준다(McConnell, 1996). 

PFPS 환자에 한 6 주간의 무릎뼈 테이핑은 계단

내려오기 시 VMO를 VL보다 먼저 활성시켰으며

(Cowan, Bennell, & Hodges, 2002), PFPS 환자의 약 

86%가 무릎뼈 테이핑에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

냈다(Gerrard, 1989). 그러나 무릎뼈 테이핑이 통증감

소와 비정상적 무릎뼈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테이핑의 효과가 다음 운

동 시까지 전이되지 못하며(Larsen, Andreasen, Urfer, 

Mickelson, & Newhouse, 1995), VMO의 근활성에 영

향을 주지 못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 적용에 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Aminaka & Gribble, 2008; 

Herrington & Payton, 1997; Ng, 2005).

계단보행은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일

상생활동작이며, 평지보행보다 어려운 움직임이다. 평

지보행 시 신체는 중력 중심의 이동이 적은 사인파 

곡선을 그리며 진행한다. 그러나 계단오르기는 중력

에 항하여 신체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관절가동범위, 

근활성 패턴과 관절 모멘트에 변화를 일으킨다. 평지

보행은 60도 정도의 무릎관절 굽힘으로 가능하지만, 

계단보행은 90도 이상 굽힘이 요구되므로(Livingston, 

Stevenson, & Olney, 1991),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따

른 근활성 불균형이나 관절모멘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일상생활동작이다.

본 연구는 PFPS 환자에게 무릎뼈 테이핑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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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단보행 시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와 

VMO와 VL의 근전도 개시시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에 따른 계단보행 시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를 검증한다.

둘째, 중재에 따른 계단보행 시 VMO와 VL의 근전

도 개시시간 차이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PFPS 환자에 한 무릎뼈 테이핑이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와 VMO와 VL의 근전도 개시

시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실험설계(one 

group pre-post study design)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PFPS로 진단받은 사람 중 현재 

의학적 중재를 받지 않는 환자이며, 표본크기는 G 

Power 3.1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효과크기 f=.80, 유의

수준 α=.05, 검정력=.80일 때 표본수 15명으로 연구 

전 구하였다. 본 연구의 상은 퇴행성관절염의 가능

성을 배제하기 위해 16～40 세의 여성이었으며, 앞무

릎 통증등급이 80 이하인 자 중 장시간 앉은 자세, 

계단보행, 쪼그려 앉기, 뛰기, 무릎꿇기, 그리고 점프 

중 2 가지 이상의 동작에서 6 개월 이내에 한 번 이

상 앞무릎 통증을 경험한 자를 상으로 하였다. 그

리고 본 연구의 배제기준은 무릎관절을 수술한 자, 

무릎뼈의 아탈구나 탈구 병력을 가진 자, 손상된 다

리의 무릎뼈 중간 둘레가 정상쪽 다리와 비교하여 관

절 삼출이 5% 이상인 자, 허리에 신경학적 문제로 

척수 연관통이 발생하는 자, 그리고 근-힘줄 손상을 

받은 자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자의 소속 학 연구윤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상자는 본 연구

에 해 충분히 설명받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

접 서명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 상자는 중재

에 따른 근활성 측정을 실시하기 전 현재의 통증상태

를 파악하기 위해 앞무릎 통증등급(anterior knee pain 

scale, AKPS)(Kujala et al., 1993)을 평가 받았다. 무릎

뼈 테이핑은 McConnell 기법을 사용하여 무릎뼈가 안

쪽 미끄러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무릎에 견

고히 부착하였다(McConnell, 1986). 테이프는 피부보

호를 위해 피부와 닿는 부위는 부드러운 감촉이 있는 5 

cm 두께의 저알러지 테이프(nitrea, NITTO DENK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무릎뼈 재정렬을 위해 장력이 

매우 강한 면테이프(ZONAS ® Athletic tape, JOHNSON 

& JOHNSON, USA)를 덧붙여 교정하였다. 무릎뼈 테이

핑은 넙다리뼈 가쪽융기에서 시작하여 무릎뼈 뒤에서 

끝맺었으며, 무릎뼈가 안쪽방향으로 경사지도록 하기 

위해 무릎뼈 안쪽에 충분한 힘을 가하며 부착하였다. 

테이핑이 끝났을 때, 무릎뼈의 재정렬로 인해 무릎 안

쪽에 피부 주름이 나타났다(Aminaka & Gribble, 2008). 

무효약 테이핑(placebo taping)은 무릎뼈의 정렬에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탄력성의 저알러지 테이프(nitrea, 

NITTO DENKO, Japan)만을 이용하여 무릎뼈를 당기

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뼈 테이핑과 같은 부위에 테이

프를 부착하였다(Bennell, Duncan, & Cowan, 2006). 

무효약 테이핑이 완료됐을 때 정상적 무릎관절 움직

임의 제한은 발생하지 않았다.

계단보행 시 연구 상자는 편안한 보행을 위해 운

동화를 신었으며, 중재의 순서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해 중재의 적용은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결

정하였다. 무릎뼈 테이핑이나 무효약 테이핑 부착 후 

정상 피부감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5 분간의 휴

식을 취하였으며, 휴식 후 다음 중재를 실시하였다. 

연구 상자는 계단까지 두 걸음에 도달할 수 있는 

1.5 m 떨어진 위치에서 분당 96걸음의 비율로 보행을 

실시하였다(Cowan, Bennell, Hodges, Crossley, & 

McConnell, 2001). 계단의 규격은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 90 cm, 깊이 28 cm, 높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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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계단을 사용하였다. 근전도 측정의 검사 상 다

리는 무릎넙다리통증이 있는 다리였으며, 두 번째 계

단을 오를 때와 첫 번째 계단을 내려올 때 검사 상 

다리를 사용하도록 교육받았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 상자가 계단보행에 익숙할 수 있도록 최소한 5

회 이상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은 3번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근전도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AKPS

AKPS는 13개의 활동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의 일상생활 활동은 절뚝거림, 지지, 보행, 

계단, 쪼그려 앉기, 뛰기, 점프, 무릎을 구부리고 장시

간 앉기, 통증, 부종, 무릎뼈 움직임 시 비정상적 통

증, 넙다리 위축과 굽힘 장애로 세부 구성되어 있다. 

연구 상자는 각 질문에 한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

는 문항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은 0 점에서 

10 점까지 다양하게 점수화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고, 통증이 없다면 현재의 

상태는 100 점이 된다. 

 표면근전도

근육의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16 채널 표면근전도

(MyoSystem 1400A, Noraxon Inc., 미국) 시스템을 사

용하였으며, 계단보행 시 근전도 신호를 동조하기 위

해 풋스위치(Inline Foot Contact Sensor, Noraxon Inc., 

미국)를 사용하였고, 원근전도(raw EMG)의 신호 저장

과 처리를 위해 MyoResearch XP master edition 1.06 

소프트웨어(Noraxon Inc., 미국)를 사용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1000 Hz였고, 

역통과(band-pass) 필터는 20～500 Hz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근전도 자료는 근활성도 측정 시 완파정류

(full wave rectification) 후 50 ms의 제곱평균제곱근

(root mean square)을 이용하여 평활화하였다(Burden, 

Trew, & Baltzopoulos, 2003). 근전도 개시시간은 완

파정류와 50 Hz 저역통과 필터링하였고(Bennell et 

al., 2006; Mostamand et al., 2011), 계단보행 시작 전 

200 ms 동안 발생하는 평균 근전도 신호보다 3 표준

편차를 초과하는 신호가 25 ms 이상 발생되는 시간

을 연산하였다(Boling, Bolgla, Mattacola, Uhl, & 

Hosey, 2006). 전극(T246H, 바이오프로테크, 한국)은 

저알러지 겔이 포함된 접착력이 있는 은/염화은 전극

으로 전도성 영역의 직경은 1 cm이였으며, 전극간 거

리는 2 cm이었다. VMO의 전극은 무릎뼈 위안쪽면으

로 2 cm에 부착하였으며, VL의 전극은 넙다리뼈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무릎뼈 가쪽 3～5 cm에 부착하였

다(Cram, Kasman, & Holtz, 1998). VMO와 VL의 전

극은 넙다리뼈의 장축에 각각 55도와 15도의 경사를 

이룬다(Kim & Song, 2010). 공통기준전극(common 

reference electrode)은 실험을 실시하는 발의 종아리뼈 

머리에 부착하였다. 측정자는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전

극의 부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으며, 교

차 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계단보행 시 근전도 

신호를 표준화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 수

의등척성수축(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방법을 사용하였다(Cram et al., 1998). 넙다리네

갈래근의 최 수의등척성수축은 무릎관절을 60도 굽힘 

상태로 발목에 묶인 끈에 해 최  등척성 폄을 실시

하는 동안 측정하였다. 측정의 시작을 알리는 5초간의 

비퍼소리 동안 환자는 최  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축력을 증가시켰으며, 5 초 중 처음과 뒤 1 

초씩을 제외하고 가운데 3 초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세 번의 시기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해당 근육의 

MVIC 값으로 결정하였다.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는 뒤꿈치닿기에서 발

끝떼기 전까지의 표준화된 VMO의 진폭을 표준화된 

VL의 진폭으로 나눈 값이었다(Park, Chun, Oh, Kim, 

& Chon, 2010). VMO와 VL의 개시시간 차이는 

VMO의 개시시간에서 VL의 개시시간을 빼서 구하였

다. 차이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 VMO의 개시시간이 

VL보다 느리게 활성된 것이고,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VMO의 개시시간이 VL보다 빠르게 활성된 것을 의

미한다(Wong & Ng, 2006).

분석방법

계단보행 시 PFPS 환자의 중재에 따른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와 VMO와 VL의 근전도 개시시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요인 반복측정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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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o taping Placebo taping Patellar taping F p

Stair up
VMO/VL ratio  0.92±0.11＊   0.96±0.09＊ 1.12±0.12 48.015 <.000
VMO-VL(ms) 23.42±11.57 18.73±9.92 16.09±11.30  2.310  .118

Stair down
VMO/VL ratio  0.87±0.15＊ 0.93±0.13 1.01±0.14  7.572  .002
VMO-VL(ms) 13.53±10.55 16.53±13.35 11.53±15.65  0.588  .562

Values are means±SD
VMO: vastus medialis oblique, VL: vastus lateralis

Significant difference(p<.05) compared to patellar taping

Table 2. Electromyographic activity and onset timing difference for taping procedure                 (N=15)

(one-way repeated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

델은 한 개의 상내 요인(무릎뼈 테이핑, 무효약 테이

핑, 테이핑 비적용)이었으며, 상내 요인의 유의한 차

이는 Bonferroni법을 이용하여 다중비교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05로 정하였고, 

구형성가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Greenhouse-Geisser 수

정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상용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우 

SPSS 12.0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의 나이는 평균 23.9

세였으며, 체중은 53.7 kg, 신장은 161.5 cm였다. 무릎

넙다리통증의 유병기간은 평균 12.2 개월이었으며, 

AKPS는 71.2 점이었다(Table 1).

Variable Mean±SD Range

Age(yr) 23.9±4.3 17-32
Weight(kg) 53.7±4.2 48-62
Height(cm) 161.5±4.4 153-168
Duration of Pain(mo)  12.2±4.9 6-24
AKPS(point) 71.2±3.2 66-76

Table 1. General features of the studied subjects    

                                             (N=15)

SD=standard deviation
AKPS=anterior knee pain scale

계단보행 시 VL에 대한 VMO의 근활성비와 

VMO와 VL의 근전도 개시시간 차이

계단오르기 시 중재에 따른 VL에 한 VMO의 근

활성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8.015 p<.000), 

무릎뼈 테이핑이 테이핑 비적용이나 무효약 테이핑보

다 근활성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계단내려오기 

시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도 유의하였지만

(F=7.572, p=.002), 무릎뼈 테이핑이 테이핑 비적용과

만 차이를 나타냈다. 

계단오르기와 내려오기 시 VMO와 VL의 근전도 

개시시간 차이는 중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논    의 

PFPS 환자는 계단보행이나 쪼그려 앉기, 그리고 장

시간 동안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있을 때 무릎뼈 밑

이나 주위에 국소적 통증을 호소한다(Aminaka, 

Pietrosimone, Armstrong, Meszaros, & Gribble, 2011). 

PFPS는 VMO와 VL의 근불균형이 주요인으로 고려되

고 있으며(Powers, 2000; Tang et al., 2001), 두 근육

간의 근불균형을 개선한다면 무릎관절의 기능 향상과 

무릎넙다리통증을 감소시킬 것이다.

건강한 무릎은 무릎넙다리관절의 도르래 고랑안으

로 무릎뼈가 부드럽게 활주할 수 있도록 VMO와 VL

이 적절한 균형을 통해 수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PFPS 환자에게 무릎관절의 기능 향상은 단순히 VMO

와 VL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두 근육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근활성비와 근전도 개시시간

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VMO의 

근활성 감소와 개시시간 지연을 나타내는 PFPS 환자

에게 무릎뼈 테이핑을 적용하였으며, VMO의 선택적 

활성을 통해 근활성비와 근전도 개시시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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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계단오르기 시 무릎뼈 테이핑은 VMO와 VL의 입각

기 시 최  근활성을 감소시켰다(Herrington, Malloy, 

& Richards, 2005). 18명의 PFPS 환자에게 무릎뼈 테

이핑 적용 후 한다리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여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VMO와 VL의 근전도 개시시간 차이는 2.54 ms에서 

-6.00 ms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Mostamand et al., 

2011). 이것은 무릎뼈 테이핑이 VMO를 VL보다 상

적으로 먼저 개시시킨 것이다. 그러나 Bennell 등

(2010)은 무릎뼈 테이핑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VMO

와 VL의 근전도 개시시간 차이는 계단보행이나 보행

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단보행 시 VL에 한 VMO의 근활

성비는 중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계단오

르기 시 무릎뼈 테이핑은 무효약 테이핑과 테이핑 비

적용보다 유의하게 증가했지만, 계단내려오기 시에는 

테이핑 비적용보다만 유의하게 컸다. 본 연구를 통해 

무릎뼈 테이핑은 VMO의 상 적 근활성 증가로 VL

에 한 VMO의 근활성비를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

해 무릎관절 안쪽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생

각한다. Ng(2005)는 넙다리네갈래근에 한 피로 후 

무릎뼈 테이핑을 적용하였으나 무효약 테이핑이나 테

이핑 비적용과 근전도 개시시간 차이를 확인하지 못

했다. 본 연구에서도 무릎뼈 테이핑은 무효약 테이핑

이나 테이핑 비적용과 개시시간 차이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무릎뼈 테이핑 적용 후에도 개시시간 

차이는 계단오르기 시 16.09 ms와 계단내려오기 시 

11.53 ms로 VMO가 VL보다 늦게 개시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가 Ng(2005)의 연구와 같이 VMO의 개시시간

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단기간의 적용이 VMO의 

시간적 특성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짧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 적용을 통해 VMO의 개시시간 변

화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무릎뼈 테이핑이 개시시간 변화에 영향을 주

지는 않았지만, 무릎뼈 테이핑 적용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많으며, 임상가들은 통증을 발

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무효약 테이핑은 무효약 효과를 통제

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단순한 무릎부위 테이핑이 

넙다리네갈래근의 근활성에 한 영향과 무릎뼈 정렬

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무효약 테이핑은 VMO의 근활성과 

근전도 개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

로 무릎뼈 테이핑의 임상적 적용 시 테이핑의 부착 

방법은 중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계단오르기와 내

려오기 시 근활성비의 변화는 단순한 테이핑 적용에 

따른 피부의 역학적수용기의 자극효과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PFPS 환자의 VMO와 VL의 근불균형이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해서는 확인하

지 못했지만, 무릎뼈 테이핑이 PFPS 환자의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치료적 

운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중재라는 것은 확

인할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PFPS 환자에게 무릎뼈 테이핑을 적용하

여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와 VMO와 VL의 근

전도 개시시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단일군 

전후실험설계였다. 연구결과 중재에 따라 계단오르기

와 내려오기 시 VL에 한 VMO의 근활성비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지만, VMO와 VL의 근전도 개시시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PFPS 환자에게 무릎뼈 테이핑 적용

은 VMO의 선택적 근활성 증가를 위해 적절할 것으

로 생각되며, 지속적 테이핑 적용을 통한 효과를 확

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사고성 무릎넙다리

관절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상으로 진행하

였다. 그러나 PFPS는 여러 가지 병인과 넙다리네갈래

근의 상 적 근활성비나 시간의 불균형 등의 세부그

룹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PFPS를 병인이나 증상과 징후에 따라 분류하거나 

VMO와 VL의 활성패턴이나 개시시간의 차이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이 PFPS를 치료하는 임

상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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