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무릎 은 체 부하를 담당하는 로 구조상 불안

정하고 외부 힘을 받기에 좋은 다리의 간 치로 손상

이 많이 일어나는 이다. 그래서 무릎 의 근육과

인 등 이외의연부조직이매우 요한 역할을 한

다[1]. 무릎 근육 넙다리네갈래근은 무릎 폄

근의 작용근이고, 보행 시 무릎 의 안정성에 기여하

는 매우 요한 근육이다[2]. 리 알려진 넙다리네갈래

근 근력강화운동으로는 등척성운동, 계단 올라가기, 단

일 운동, 복합 운동 등이 있다[3,4] 그리고 다리

의 근력 증진을 일시 으로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키네시

오 테이핑 등이 있다[5].

키네시오 테이프의 탄력은 근육과 피부의 탄성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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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여 피부에 용 시 부착 부 의 근육과 의 기능

증진 심리 안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최근에는 융

합 측면에서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리

사용하고 있다[6]. 키네시오 테이프는 근육을 최 한 신

장한 상태로 손상된 근육에 부착하게 된다. 이 근육이 다

시 늘림 이 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키네시오 테이프

는 굴곡이 생기게된다. 이러한 굴곡은피부와 근육 사이

를 넓게 하여 액과 림프액의 순환 증진을 통해 통증이

완화되고 근력이 증가되는 향을 끼친다[7].

2010년 이상호 등의 연구에서 키네시오 테이핑 용

이 수 선수에게 근력, 경기력, 유연성, 근피로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8], 그리고 수직

프 수행 시키네시오테이핑의 용이 근력향상과근 피

로 감소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연구가 있다[9]. 2015

년 윤세운의 연구에서도 배구선수들의 넙다리네갈래근

에 키네시오 테이핑 용이 무릎 의 평형성과 근 기

능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나타났다[10]. 이처럼, 키네시

오 테이핑의 용으로 근력, 근 피로도 근 지구력 등

의 기능 향상이 입증되고 있으며 테이핑 방법들이 다양

하게 이용되고 있다[11]. 그러나 장에서의 근력이나 근

지구력 향상을 한 스포츠 테이핑의 방법은 정규화 되

어 있지 않아 임상가나 트 이 의 경험에 치 되거나

[12] 테이핑의 용 상자의 주 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Kase 등의 연구에서는 테이핑 용 시 성악

화 만성에서는 15%의 테이프 탄성으로 늘려 부착하

여야 하고, 인 나 의 손상에서는 테이프를 최 로

늘려 이용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13]. 그 외에도 근력

증가를 해 35%, 50∼70%의 테이프탄성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등의 테이핑 용 길이에 한 여러 주장들이 있

지만[13,14], 재까지 테이핑 용 시 장력에 한 명확

한 효과는 밝 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융합

키네시오 테이핑 용 시 넙다리네갈래근의 근력과 근

지구력의 효과를 알아보고 테이프의 탄성정도에따라 근

력과 근 지구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래서 넙다리네갈

래근의 근 기능 향상을 한 키네시오 테이프 탄성정도

의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천안시에 소재한 B 학교에 재학

인 정상성인 남녀 28명이었다.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본 연구를 실시하

다. 상자 선정 시다리에 근골격계 문제가 있거나 최

근 6개월 내 수술 경력이 있으며, 6개월 내 규칙 으로

다리 운동을 한 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연구 상

자들은 4개의 그룹으로 무작 배정되었으며, Table 1과

같이 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22.3세, 평균키는 166.6cm,

평균 몸무게는 59.2kg이다.

2.2 측정도  및 측정방법

모든 상자들은 테이핑을 용하지 않은 조군, 테

이핑의 탄성이 없는 원래 길이인 0% 탄성군, 원래

길이의 25%로 늘려 용한 25% 탄성군, 원래 길이의

50%로 늘려 용한 50% 탄성군 하나로 무작 배정

되었다. 상자들은 해당 그룹의 탄성정도로 테이프

용 후 CSMI를이용하여근력과근 지구력을 측정하 다.

테이핑의 탄성기 은 넙다리네갈래근에 용한 테이프

의 길이를 통해 설정하 다[15].

2.2.1 핑 적용방법

본 연구에서는 키네시오 테이프(도와텍코리아 ㈜,

korea)를 용하 다. 넙다리네갈래근의 테이핑은

Figure 1과같이테이블 에 바로 운 자세에서 우세

측 무릎을 20∼30˚ 구부리게 한 다음 넙다리네갈래근의

이는 곳(origin)인 아래 앞 엉덩 가시(anterior inferior

iliac spine)부터 무릎 까지 Y자 형태로 무릎 를 감싸

며 부착하 다[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ontrol groups (n=7) 0% taping group (n=7) 25% taping group (n=7) 50% taping group (n=7) Total (N=28)

Age(yrs) 22.1±1.0a 22.7±1.1 22.0±1.4 22.5±1.2 22.3±1

Height(cm) 167.7±5.6 166.0±6.0 166.2±6.7 166.7±6.6 166.6±5.9

Weight(㎏) 58.7±7.8 59.7±7.6 59.0±7.0 59.4±7.2 59.2±7.5

a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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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핑 부착 시 용되는 탄성을 결정하기 해 상

자의 넙다리네갈래근 이는 곳인 아래앞 엉덩 가시부터

무릎 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부착할 테이프 길이로

0%, 25%, 50%의 탄성을 설정하 다[15].

Fig. 1. Kinesio taping application

2.2.2 넙다리네갈래근  근력과 근 지 력 측정

본연구에서는 테이핑 용 후 근력과 근지구력 변화

를 측정하기 해 등속성 근 기능 검사기구인 CSMI

(Humac Norm, USA)를 사용하 다. 근력과근지구력 검

사는 Figure 2와 같이기구의등받이의자에앉아 상체의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벨트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상

의 다리 길이에 알맞게 의자의 높이를 조 하 다. 종아

리의 정강 부 에 패드를 부착하여 발목을 고정한 뒤

측정 시 상작용을 방지하기 해 벨트로 넙다리를 고

정하 다. 근력 측정은 각속도 60°/sec에서 연속 5회 실

시하여 산출된 Peak Torque를 데이터 값으로 사용하

다. 그리고 근지구력은 각속도 180°/sec에서 연속 15회

실시하여 산출된 Total Work Done (TWD)을 데이터 값

으로 사용하 다. 측정 4회 연습을 실시하 으며, 근

력과근 지구력검사 간휴식시간은 기구에 앉아 30 동

안 시행하 다.

Fig. 2. Muscle functional measurement

2.3 료

자료값의 통계처리를 하여 도우용 PASW (SPSS

Inc. Chicago, USA) ver. 20.0을 사용하 다. 4개의 그룹

간 근력과 근 지구력을 비교하기 해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 way ANOVA)을 사용하 다. 그룹 간 비교를

해 사후분석은 Turkey HSD를 사용하 으며 통계학

유의성을 해 유의수 ⍺=.05로 설정하 다.

3. 결과

3.1 핑 탄  정도에 따  근력 

Table 2에서 테이핑의 탄성에 따라 근력을 비교한 결

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테이핑을

용한 모든 그룹에서 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0%에 비해 25%와 50%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05).

3.2 핑 탄  정도에 따  근 지 력 

Table 3에서 테이핑 탄성에 따라 근 지구력을 비교한

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p>.05), 테이프의

탄성이 증가할수록 근 지구력이 증가하 다.

Table 2. Quadriceps muscle strength on Kinesio taping with elasticity                       (Unit: Nm) 

control group 0% taping group 25% taping group 50% taping group F p

Strength 149.28±35.06a 208.14±21.39 261.85±38.60 296±32.72 27.146 .000

aMean±SD

Table 3. Quadriceps muscle endurance on Kinesio taping with elasticity                      (Unit: W)

control group 0% taping group 25% taping group 50% taping group F p

Endurance 1129.85±213.85a 1298.85±268.34 1480.57±343.63 1669.60±324.41 5.314 .231

a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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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테이핑 요법은 피부의 기 흐름을 조 하고 피부

를 통해 근육에 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자연 치유

능력을 최 화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억제 진시킨다

[16]. 한 신체 구조물을 강화시켜 일정하게 탄성을 유

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안정성을 향상시켜 근 기능

을 개선시킨다[17]. 다시 말하자면, 키네시오 테이핑은부

착된 피부 아래 근육 내 감마운동신경을 흥분하게 하여

근섬유 탄성을 증가시키고 피부를 자극하게 한다. 이것

은 근육의 활동성을 향상시켜 근력 증가와 균형능력 향

상에도움을 다[18,19]. 한 신경섬유를 강하게 자극할

경우 여러 섬유가 동시에 활동 압을 일으켜 운동신경

연 (synapse)에 달물질이 분비되면서 역치 이상의

압이 빠르게 도달하게 되어 공간 가 상으로 근력이

증가된다[18,20].

본 연구는 성인 남녀 28명을 상으로 테이핑의 탄성

정도에 따라 조군, 0%탄성 군, 25%탄성 군, 50%탄성

군으로 나 어 근력과 근 지구력을 비교하 다. 연구결

과, 근력은 조군에 비해 테이핑을 용한 모든 그룹에

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25%와 50%로탄성을 용하

을 때 효과 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근 지구력은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처럼 2016년 양기석의 연구에서도 하지의

스포츠 테이핑 용 시 활동성 근육의 안정성과 활성도

를 증가시켜 근력이 증가되었으며[5]. 2012년 강명학 등

의 연구에서도 테이핑의 용이 만성요통환자들의 척추

세움근의 근력 향상, 유연성 증가, 통증 감소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16]. 2010년 이상호 등의 연구에서도 수

선수의 넙다리네갈래근 테이핑 용 시 근력 향상의 효

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8].

본 연구에서 근 지구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테이핑의 탄성이 높을수록 증가하 다. 2013년

김 균과 김 태에서도 일반인을 상으로 한테이핑

용이 수직 프, 윗몸일으키기, 팔굽 펴기 운동 시 근 지

구력의 증가가 없었다고하 다[21]. 한 2013년 박병근

의 연구에서도 핸드볼 선수들의 넙다리네갈래근에 테이

핑 용이 근력 향상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근

지구력 향상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

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본 연구의 결과에서 테이핑

용이 근 지구력에는 향을 끼치지 못하 다. 그 이유로

2013년 박병근은 테이핑 부착이 운동 과정에서 근육

과 이 지지되어 체 일량의 증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제시하 다[22].

키네시오 테이프는 약물 첨가 없이 탄성이 있는 천을

피부에 용하여근육을 보조하고보호하는기능을한다.

탄성을 가진 키네시오 테이프는 원래 길이의 최 75%

까지 늘어질 수 있으며, 늘려 부착하는힘의 정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23]. 테이프 신장에 한 선

행연구로 배드민턴 선수에게 테이프의 본래의 길이에서

15∼25%를 늘려 테이프를 용한 결과 휴식 상태에서의

견갑골 치를 조 할 수 있었다고 하 다[24]. 그리고

2009년 Hsu 등의 연구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야구 선수에게 테이프의 탄성을 최소로 하여 용 시 근

활성도와 근력이 증가되었으며[25], 2014년 Mohammadi

등의 연구에서도 키네시오 테이프의 원래 길이의 50%를

늘린 후 건강한 성인에게 용하 을 때 악력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26]. 이 외에도 테이핑의 길

이와 장력과 련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융합 측면인

스포츠분야와근골격계질환에서진행되고있다[14,27-31].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상자의 수가 어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근력과 근 지구력 측정 장비의 고정에도 넙다리네갈래근

이외의 상작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셋째, 탄

성에 따른 테이핑 용시 모든길이에동일한탄성을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 을 수정 보완하

여 신뢰도 높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융합 키네시오 테이핑의 효과와 효

과 인 테이핑의 탄성정도를 알기 하여 B 학의 은

성인 남녀 28명을 상으로 넙다리네갈래근의근력과 근

지구력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근력은 조군보다 테이

핑을 용한 군에서 증가하 으며 특히, 25%와 50%의

탄성 군에서 가장 증가하 다. 그러나 근 지구력은 테이

핑이 효과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융합 키

네시오 테이핑은 근력 향상에 효과 이며 특히, 25%와

50%의 탄성이 보다 효과 임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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