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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s the effect of 3D compression pants and Kinesio taping on muscular function of the

leg during knee joint flexion and extension. Eight male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wearing basic pants

(BP), Kinesio taping on bare skin (KT), 3D compression pants with (KTP) and without Kinesio taping (CP).

The test protocol for isokinetic muscular function was composed of four sets at three angular velocities (60,

180, 240
o

/sec) using Cybex 660. Peak torque and work per repetition of the lower limbs of eight males were

analyzed from the result of Cybex. Agility and power of the subjects were examined from side step and

sergeant jump. Peak torque, average power, work per repetition, force decay time of subjects wearing CP

and KTP were significantly better than BP or KT, especially at low angular velocity of 60
o

/sec. The time

to generate peak torque of subjects wearing BP was the longest, while the force-decay time of BP was the

shortest. The application of Kinesio tape on skin did not increase muscle peak torque, work and power, but

did shorten the time to generate peak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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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의 스포츠웨어는 전신에 동일한 압력을 가하는 기

본 베이스 레이어 타입부터 신체부위별 축소율 및 소재

특성을 달리하여 차별적인 압박을 주는 제품에 이르기

까지 무수히 많은 기능성 밀착형 의복 종류가 있다. 운동

성능 개선에 효과적인 밀착형 의복 설계를 위해서는 동

작에 따른 근육 및 피부 특성이 반영된 패턴과 더불어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얼마만큼 가압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판 제품 개발 연구들은 소재 자

체의 투습 발수 및 흡한 속건기능, 마찰 계수에 의한 유

체 저항 감소 등의 소재의 기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차별

가압의 과학적 원리 및 의복 착용으로 인한 운동효과를

다각도로 정량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거의 없다.

가압은 말초의 순환을 도와 정맥의 혈액순환과 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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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며(Ibegbuna et al., 2003;

Lucas et al., 2012; MacRae et al., 2012; Privett et al.,

2010; Tamura & Okamoto, 2006), 근육의 떨림을 낮춰 에

너지 손실을 줄여준다(Doan et al., 2003; Higgins et al.,

2007). 또한, 운동으로 발생하는 피로감 및 통증을 경감

(Ali et al., 2007; Berry & McMurray, 1987; Bringard et al.,

2006a; Bringard et al., 2006b; Doan et al., 2003; Duffield

& Portus, 2007; Tamura & Okamoto, 2006)시켜 운동능력

증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운동 시 밀착 스타

킹을 착용하면 심혈관계의 펌프 작용을 높여주어 젖산이

근육에 쌓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젖산을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이다(Berry & McMurray, 1987).

이와 같이 인체 가압이 운동 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밀착형 가압 의복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차별 가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데 차별 가압의 간편한 방법으로 원단 위에 테

이핑을 추가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중 제품의 경

우는 키네시오 테이핑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있다.

키네시오 테이핑은 본래 길이보다 120~140%까지 늘

어날 수 있는 탄력 테이핑으로(Fu et al., 2008) 인공인대

나 점탄성적인 특성이 있는 섬유조직인 힘줄(건)과 유

사하게 보강,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부적인 압

박이 가능하다. 1973년 Kenzo Kase 박사에 의해 처음 제

안된 방법(Wong et al., 2012)으로 2008년 올림픽 게임에

서 선수들이 부착한 후 큰 이슈가 되었다(Williams et al.,

2012). 테이핑의 가장 큰 장점은 비침습적이면서도 우려

할만한 부작용 없이 다양한 종목에서 손쉽게 적용이 가

능한 도구라는 점이며, 테이핑은 운동으로 인한 부상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Slupik et al.,

2007; Thelen et al., 2008)을 목적으로 한다.

테이핑은 처치방법이 쉽고 효과가 뛰어나 치료의 기

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력이나 근지구력

향상과 같은 근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Wee & Seo, 2003). 여러 연구자들은 테이핑의 작용 기

전을 단순한 근육과 관절가동의 제어가 아니라 뇌-척추

-근의 전달 장치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 촉진과 역학

적 제어 관계로 보고 있으며 피부에 가해지는 구심성 자

극이 운동단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가정(Fu et al., 2008)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Ha et al.(2008)는 긴장된 근에

이완력을 발휘하고, 약해진 근의 수축력을 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테이핑을 제안하고 있

다. 테이핑은 신진대사를 방해하지 않고 보다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이나 운동 중에도 큰 무리 없이 근의 본래 기능을 되찾

아 주는 근본적인 치료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밀

착형 의복의 효과와 유사하게 운동 시 주동근에 테이핑

을 처치하면 근을 안정화하여 근력이 증가(McConnell,

1996)한다고 발표된 바도 있으며, 협력근 및 길항근의 균

형을 유지하는 협응기능(Lee et al., 2002)과 대사기능의

균형을 유지하여 근피로를 회복하고 혈류 활성화에도 효

과적이라고도 하였다(Ha et al., 2008). 반면에, 피부 위의

테이핑이 건강한 사람의 등속성 하지 근력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Fu et al., 2008; Kang et al., 2012;

Wong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릎관절의 등속성 굴곡과 신

전 운동 시 주동근에 테이핑을 처치하는 기법이 건강한

남성의 근기능에 효과적인 가를 검토하면서, 이를 고기

능성 밀착형 의복 설계에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

여 추후 관련 의복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안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무릎관절의 등속성 운동 시 테이핑

의 처치 유무에 따른 운동효과가 운동의 각속도와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밀착형 팬츠의 차별 가압 라인으로 적용했을 때의

운동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대전소재의 체육학과에 재학중인 남성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신체검사 및 사전 테스트

를 통하여 정형외과적으로 무릎관절과 대퇴부에 외상

이나 근육통 혹은 신경학적 병변이 없으면서 실험에 이

상이 없는지를 평가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

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남성을 대상

으로 하였다.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피험자들은 실험 전날부터 당일까지 음주와 무리한

운동을 삼가게 하였고, 실험 시작 3시간 전에 간단한 식

사를 마치고 동일한 시간에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회 실험 후 최소 7일의 휴식 기간을 가지게 하였고, 모

든 피험자는 예비실험을 거친 후 총 3회의 본 실험에 참

여하였다.

2. 3D 밀착형 팬츠 제작

피험자들의 3차원 하체 스캔데이터를 획득하여 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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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Design X(3D systems, Korea)로 밀착형 팬츠의 구

성선을 설정하였다. 의복 구성선과 7부 팬츠 길이의 피

부 무변형선(LoNE)(Choi & Hong, 2015)을 기준으로 디

자인 라인을 생성하고<Fig. 1>, 이를 평면화하여 팬츠 패

턴을 전개하였다.

밀착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누드패턴을 축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Table

2>의 패턴 축소율을 통해 축소패턴을 전개하였다(Fig. 2).

3. 하체 처치 조건

실험의복은 루즈핏 반바지를 컨트롤(BP, Basic Pants)

로 하고, KT, CP, KTP의 세 종류를 비교하였다. KT(Ki-

Table 1. Body dimension of subjects                                                 (Unit: cm)

Subjects
Mean S.D.

A B C D E F G H

Age (yrs) 20.0 21.0 20.0 20.0 20.0 23.0 23.0 24.0 21.38 1.69

Stature 187.0 174.5 180.3 169.0 169.0 177.3 174.0 175.0 175.76 5.93

Weight (kg) 90.0 75.0 73.0 64.0 59.0 71.5 71.5 72.0 72.00 9.00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8.2 86.1 79.8 76.0 71.0 77.2 79.0 77.2 79.31 5.53

Hip circumference 108.0 96.3 94.4 88.0 90.0 92.7 92.5 93.7 94.45 6.05

Mid-thigh circumference 59.0 55.7 54.3 54.0 51.3 50.8 55.0 51.2 53.91 2.78

Knee circumference 38.1 41.2 38.8 38.2 34.5 35.5 37.5 35.2 37.38 2.22

BMI index 25.7 24.6 22.5 22.4 20.7 22.7 23.8 23.5 23.24 1.52

Table 2. Fabric properties and 3D compression pants pattern

Fabric
Composition

(%)
Thickness

(mm)

Pattern reduction rate (%)
Area of 3D compression pattern (cm2)

Wale Course

Tricot CDP 77/ PU 23 0.55 7 13 5588

Fig. 1. Design lines of 3D compression pants.

Fig. 2. Generation of compression pattern from nude pattern.

– 242 –



3D 밀착형 팬츠와 키네시오 테이핑이 무릎관절의 등속성 굴곡 운동 시 하지의 근기능에 미치는 영향 41

nesio-taping)는 피부 표면에 직접 키네시오 테이핑을 처

치한 조건으로 하체의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위치에

테이핑을 처치하였다. 이 근육들은 걷기, 달리기, 스쿼트

동작 등 대부분의 하체 운동과 무릎관절의 신 ·굴근 운

동에서 주동근-길항근의 역할을 한다.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과 Kenzo Kase가 제안하는 키네시오 테이

핑 매뉴얼(Kase et al., 1998)에 따라 테이핑을 처치하였

다. 그 위에 슬개골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무릎둘레를 위

아래로 감싸는 형태의 추가적인 테이핑을 하였다. 테이

프는 너비 5cm의 키네시오 탄력테이프(KINESIO Tex:

KINESIO TAPING Co. Ltd, Japan)을 사용하였다. CP

(3D compression pants)는 무릎 아래 길이 7부 형태의

3D 밀착형 팬츠를 착용한 조건이며 KTP(Kinesio Taping

on 3D compression Pants)는 CP 위에 KT 조건과 동일한

테이핑을 처치한 것이었다.

3D 밀착형 팬츠 위에 테이핑을 처치한 위치와 적용 면

적은 <Fig. 3>, <Table 3>과 같다. 모든 피험자들은 총 네

조건의 하체 처치 방법에 따라 실험에 참여하였고<Fig.

4>, 처치 순서는 랜덤하게 진행하여 순서효과를 제거, 학

습효과 방지를 위해 각 처치 조건별 최소 일주일 간격을

Fig. 3. Position of Kinesio taping on 3D compression pants pattern.

Table 3. Properties of Kinesio tape

Kinesio tape
(KINESIO Tex)

Composition Stretchability (%) Area attached (cm2)

Cotton knit / acrylic backing (latex-free) 40-60 2221

Fig. 4.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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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동일한 시간대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4. 민첩성 평가

사이드 스텝은 근수축의 민첩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120cm 간격으로 3줄의 평행선을 만들어 측정자의 몸무

게를 부하로 하여 규정된 시간 안에 왼쪽 ·오른쪽의 왕

복 이동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는 왼쪽 또는 오른쪽 두 방향 중

원하는 방향부터 시작하여 1분간 사이드 스텝 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각 선의 시작과 끝 지점을 넘게 하였고

성공한 왕복 횟수를 관찰하였다(Fig. 5).

5. 순발력 평가

순발력은 근력에 스피드를 더해 순간적으로 강한 힘

을 발휘하는 능력으로 파워로 정의되며, 근육의 순간적

인 수축이 강하면 강할수록 능력이 높아진다. 순발력 검

사는 뛰기, 던지기, 달리기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순발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제자리 멀리뛰기

와 제자리 높이뛰기를 실시하였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도움닫기 없이 몸의 반동을 이용

하여 최대한 멀리 뛰는 동작으로 하지의 무산소성 근파

워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Lorger et al., 2012)

이며, 3회 측정 중 시작에서 착지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

를 계측했을 때 더 높은 기록을 선택하였다. 제자리 높이

뛰기는 메타점프기(TKK-5406, TAKEI, Japan)를 사용하

여 허리에 검사벨트를 착용한 다음, 원형 발판에 올라가

제자리에서 최대한 높이 뛸 때의 거리를 기록하였고, 3회

실시하여 가장 높은 기록을 사용하였다(Fig. 6).

6. 하지의 등속성 근기능 평가

근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중 등속성 운동은 관절의 전

가동범위에서 일정 속도로 근수축을 유도하기 때문에

등척성, 등장성 운동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인

체 주요 관절 및 주변 근육의 근력, 근지구력, 운동부하

량 등의 정확한 측정과 진단 및 분석이 가능하다(Ryu et

Fig. 6. Sargent jump test (left) and standing long jump (right) for power assessment.

Fig. 5. Side step test for ag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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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무릎관절의 등속성 운동을 위해 Cybex 770

Humac NORM TM System(Cybex Inc, USA)을 이용하

였고, 동작범위는 무릎과 발목이 이루는 각도가 0
o

부터

100
o

까지로 제한하였다(Fig. 7). 피험자는 검사대 위에

앉아 하지 길이에 따라 무릎관절의 운동축과 다이나모

미터(dynamometer)의 회전축이 일치하도록 조정한 뒤

발을 발판 위에 두고, 대퇴부의 움직임을 제안하기 위해

벨크로를 이용하여 대퇴 상부를 고정하였다. 또한 상체

와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검사대 뒤에 부착된 등받이

고정띠를 이용하여 복부와 몸통을 고정하였다. 정강이

보호대를 무릎 길이에 따라 조절하여 발목에 댄 후 무릎

관절을 100
o

 굽힘에서 0
o

까지 펴도록 하였다(Fig. 8). 측

정 전 각 피험자들의 오른다리 왼다리 각각 중력의 영

향에 의한 토크값을 측정하여 하지 무게가 실제 측정값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무릎관절의 등속성 운동에서 운동부하의 속도에 따라

근력 발생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60
o

/sec의 각속

도를 저속으로 분류하고, 180
o

/sec 이상의 각속도를 고

속으로 분류하여 각 속도에 따른 근력의 변화를 연구한

다. 본 연구에서는 무릎관절의 등속성 운동 수행을 저속

(60
o

/sec)부하와 고속(180
o

/sec, 240
o

/sec)부하에서 실시하

였다. 각각의 각속도에서 측정이 끝나면 60초의 휴식 시

간을 가졌고, 세트 간 휴식 시간은 2분이었다.

각속도 60
o

/sec에서 5회, 180
o

/sec에서 10회, 240
o

/sec

에서 30회를 순서대로 1세트로 구성하고 각 세트를 반

복하는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4세트

가 종료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본

실험에서는 총 4세트의 무릎관절 신 ·굴근 운동을 오른

다리와 왼다리 모두 실시하였다(Fig. 9).

본 측정에 들어가기 전, 각 각속도마다 3회의 연습 횟

Fig. 9. Test protocol for Cybex exercise.

Fig. 8. Isokinetic exercise of the knee joint by Cybex660.

Fig. 7. Range of motion of the knee joint during iso-

kinetic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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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주어졌으며 본 측정의 시작은 신호음(Beep sound)

과 모니터상의 화면으로 피험자가 인지하도록 하였다.

운동 시 피험자들에게 구두로 횟수를 알려주었으며, 피

험자는 운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모니터상의 그래

프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각속도별 신 ·굴근의 토크

(Torque)를 시간과 각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10>의 상단 그래프와 같이 저속부하인 60
o

/sec에서의 토

크가 다른 각속도에 비해 가장 높으며, 각속도가 빠를

수록 발현되는 토크는 낮아진다.

근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각속도별 신근(각도

0
o

)과 굴근(각도 100
o

)의 최대 토크(Peak torque) 및 평균

파워(Average power per repetition), 반복에 따른 일량

(Work per repetition), 최대 토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Time to peak torque)으로 선정하였다. 시간을 제외

한 나머지 변인들은 체중이 각기 다른 피험자들의 상대

비교를 위해 측정 절대값을 피험자별 체중으로 나누어

백분화한 값으로 분석하였다.

7. 자료처리

통계분석은 IBM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민첩성

과 순발력은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각속도

및 세트별로 실시한 등속성 운동은 피험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하체 처치 조건에 따른 차이를 세밀하게 보

기 위해 split-plot 모형을 활용한 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사후분석은 Tukey로 유의수준 α=.05에서 검

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민첩성, 순발력

민첩성과 순발력 평가를 위해 실시한 사이드 스텝과

제자리 높이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결과, 처치 조건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Agility (side step) and power (sargent jump and standing long jump) depending on taping treatment

Variables

Taping treatment

FBP KT CP KT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ide step (count) 066.25 02.87 068.75 02.43 068.29 04.46 067.83 03.60 1.401

Sargent jump (cm) 062.75 08.15 063.50 09.23 062.00 09.95 059.83 07.94 0.105

Standing long jump (cm) 249.13 17.77 246.50 20.87 247.14 19.46 242.17 11.02 0.511

BP: Basic pants, KT: Kinesio taping, CP: 3D compression pants, KTP: Kinesio taping attach on 3D compression pants

Fig. 10. Torque at each angular velocity during extension and flexion (top: 60
o

/sec, middle: 180
o

/sec, down: 240
o

/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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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토크(Peak torque per body weight)

<Fig. 11>의 X축은 오른다리의 각속도별 4세트(왼쪽),

왼다리의 각속도별 4세트(오른쪽)이고, Y축은 무릎관

절 각도 신전 시(0
o

)일 때의 최대 토크(위쪽)와 굴곡 시

(100
o

)의 최대 토크(아래쪽)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세트

는 BP와 KT, CP, KTP 조건에 따른 저속(60
o

/sec), 고속

(180
o

/sec, 240
o

/sec)의 세 가지 각속도 운동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총 4개 세트로 구성되어있다. 대부분의 세트

에서 KTP 조건이 최대 토크가 높았다(Fig. 11).

구체적으로, 의복 및 테이핑 종류 네 가지 조건에 따

른 각속도별 최대 토크의 평균을 나타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속도 60
o

/sec에서는 오른다리와 왼다리가

0
o

, 왼다리가 100
o

일 때 CP와 KTP의 최대 토크가 BP와

KT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5). 각속도 240
o

/sec에

서는 왼다리가 0
o

일 때, BP와 KT보다 CP 조건이 유의

하게 높은 최대 토크를 보였다(p<.05)(Table 5).

각각의 운동세트는 세 각속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데 등속성 운동의 반복세트에 따른 처치 조건별 최대 토

크는 <Fig. 12>와 같다. 무릎과 발목이 이루는 각도가 0
o

일 때(신전)는 오른다리와 왼다리의 3, 4세트에서 처치

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KTP와

CP의 최대 토크가 BP와 KT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

<.05), 네 조건 모두 1세트의 평균값이 가장 컸으며, 세

Fig. 11. Peak torque during extension (0
o

) and flexion (100
o

) of knee joint depending on angular velocity, number

of set and tap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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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ak torque per body weight during extension (0
o

) and flexion (100
o

) of knee joint depending on angular

velocity and taping treatments                                                                                                                         (Unit: % BW)

Angular
velocity

Degree Leg

Condition

F
Post-hoc
Tukey

BP KT CP KT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60

0o
R 206.44 42.02 201.83 48.80 226.57 32.80 224.67 42.42 3.720* b,a<d,c

L 203.91 43.68 205.50 39.71 224.18 24.16 226.67 41.50 3.918* a,b<c,d

100o
R 138.38 38.80 117.75 21.35 132.93 24.04 140.75 29.16 2.159

L 121.88 32.65 125.25 21.23 138.50 24.42 144.38 25.08 8.612*** a,b<c,d

180

0o
R 158.56 24.77 156.17 28.59 166.57 21.18 166.21 25.34 1.013

L 155.56 27.22 155.00 22.56 166.25 22.02 166.38 22.12 1.620

100o
R 104.72 29.39 84.25 13.46 105.61 26.37 103.79 24.73 1.150

L 100.13 30.22 96.17 17.16 106.25 23.81 108.79 23.05 0.859

240

0o
R 126.50 20.69 122.50 18.62 136.36 18.48 136.38 25.29 2.890*

L 125.84 18.70 123.50 19.71 136.04 20.35 132.25 21.50 3.436* b,a<c

100o
R 87.66 23.40 71.42 09.36 87.75 21.57 83.00 20.93 1.805

L 80.66 25.10 78.42 11.41 85.39 20.82 89.04 20.27 0.473

*p<.05, ***p<.001
a: BP (Basic pants), b: KT (Kinesio taping), c: CP (3D Compression pants), d: KTP (Kinesio taping attach on 3D compression 
pants)
R: Right leg, L: Left leg

Fig. 12. Peak torque at 0
o

 depending on the rep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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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반복될수록 최대 토크가 낮아지고 하체 처치 조건

별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무릎과 발목이 이루는 각도가 100
o

일 때, 오른다리에

서는 1세트에서 CP와 BP의 최대 토크가 KT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며 다른 세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왼다리

의 1세트에서는 KTP의 최대 토크가 BP와 KT보다 유의

하게 높았고, 4세트에서는 CP의 최대 토크가 BP와 KT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Fig. 13).

3. 평균 파워(Average power per repetition)

양쪽 다리의 전 운동에서 평균 파워를 각속도별로 구

분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각속도 60
o

/sec 운동 시

왼다리에서만 처치 조건에 차이가 나타났고, 0
o

와 100
o

모두 BP와 KT보다 CP와 KTP의 평균 파워가 유의하게

높았다(p<.05).

각도가 0
o

일 때 반복세트에 따른 처치 조건별 평균 파

워는 왼다리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왼다리 3세트에서 CP

와 KTP가 BP와 KT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 파워를

보였고, 처지 조건 모두 세트가 반복될수록 평균 파워는

낮아졌다(p<.01)(Fig. 14).

각도가 100
o

일 때는 오른다리 4세트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KTP와 CP가 KT보다 높은 평균 파워를 보

였다(p<.05)(Fig. 15).

4. 반복에 따른 일량(Work per repetition)

각속도별 반복에 따른 일량의 평균 분석결과, 60
o

/sec

운동 시 왼다리에서만 처치 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0
o

와 100
o

 모두 CP와 KTP 조건이 BP와 KT보

다 유의하게 높은 일량을 보였다(p<.01)(Table 7).

운동세트별 평균 분석결과, 각도가 0
o

일 때는 양쪽다

리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도가 100
o

일 때는 왼

다리 4세트에서 CP와 KTP가 KT에 비해 반복에 따른

일량이 유의하게 높았다(p<.05)(Fig. 16).

5. 최대 토크에 도달하는 시간(Time to peak tor-

que)

각속도별 평균 최대 토크 도달 시간은 전반적으로 BP

가 가장 오래 걸렸으며, KT와 CP, KTP 조건이 대체적으

로 최대 토크에 도달하는데 더 짧은 시간을 보였다(p<

Fig. 13. Peak torque at 100
o

 depending on the rep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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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verage power at 0
o

 depending on the repe-

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left leg).

Fig. 15. Average power at 100
o

 depending on the re-

p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right leg).

Table 6. Average power per repetition during extension (0
o

) and flexion (100
o

) of knee joint depending on angular

velocity and taping treatments for each leg                                                                                                 (Unit: % BW)

Angular
velocity

Degree Leg

Condition

F
Post-hoc
Tukey

BP KT CP KT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60

0o
R 140.84 26.13 130.75 22.01 146.29 24.32 152.92 27.86 1.628

L 132.69 32.06 131.17 24.81 143.25 20.14 150.17 28.56 3.742* b,a<c,d

100o
R 100.75 28.21 085.50 20.06 100.25 21.22 101.67 23.91 1.227

L 090.06 24.07 088.83 18.91 099.89 20.30 102.13 18.28 5.405** b,a<c,d

180

0o
R 288.38 50.63 276.00 42.14 295.18 47.05 294.08 49.44 0.211

L 271.53 61.84 269.25 46.36 292.29 45.55 296.17 47.22 1.892

100o
R 207.00 60.61 175.00 36.36 221.04 51.92 210.17 46.81 1.147

L 201.34 59.37 196.25 30.07 214.46 52.59 215.46 51.46 1.079

240

0o
R 285.53 54.54 281.58 38.02 306.29 55.57 301.92 68.57 1.850

L 281.34 59.86 274.33 42.66 300.68 49.82 293.88 54.41 1.677

100o
R 204.06 62.45 175.42 28.20 215.75 52.25 200.58 60.19 1.466

L 196.78 60.50 199.50 28.68 210.68 55.21 215.08 52.00 1.428

*p<.05, **p<.01
a: BP (Basic pants), b: KT (Kinesio taping), c: CP (3D Compression pants), d: KTP (Kinesio taping attach on 3D compression 
pants)
R: Right leg, L: Left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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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Table 8).

세트별 분석결과, 각도가 0
o

일 때는 오른다리의 전 세

트에서 BP 조건이 다른 처치 조건에 비해 최대 토크에

도달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고, 왼다리 1, 2세트에서는 CP

가 다른 조건에 비해 최대 토크에 도달하는데 유의하게

짧은 시간을 보였다(p<.05)(Fig. 17).

각도가 100
o

일 때는 오른다리 4세트에서 BP와 KTP에

비해 KT가, 왼다리 3~4세트에서는 KT, CP, KTP에 비해

BP 조건이 최대 토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p<.05)(Fig. 18).

6. 최대 토크 감쇠 시간(Force decay time)

각속도별 평균 최대 토크가 감쇠되는데 걸리는 시간

은 전반적으로 BP가 가장 짧았고, KT와 CP, KTP 조건

이 대체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였다(p<.05)(Table 9).

세트별 분석결과, 각도가 0
o

일 때는 오른다리 2~4세

트는 KT와 CP 조건이 다른 처치 조건에 비해 최대 토크

감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고, 왼다리 1~3세트에서 서

는 CP가 다른 조건에 비해 최대 토크가 감쇠하는데 유

의하게 긴 시간을 보였다(p<.05)(Fig. 19).

각도가 100
o

일 때는 왼다리 1, 3세트에서 BP와 KT보

다 KTP 조건이 최대 토크 감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

다(p<.05)(Fig. 20).

IV. 고 찰

본 연구의 하체의 처치 조건에 따른 측정변인 값들에

대하여 양쪽 다리, 세 각속도, 반복세트를 종합하고 총

Fig. 16. Work per repetition at 100° depending on the

rep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

ments (left leg).

Table 7. Work per repetition during extension (0
o

) and flexion (100
o

) of knee joint depending on angular velocity

and taping treatments                                                                                                                                         (Unit: % BW)

Angular
velocity

Degree Leg

Condition

F
Post-hoc
Tukey

BP KT CP KT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60

0o
R 241.28 42.65 224.67 38.53 247.18 36.60 260.58 41.26 1.670

L 225.00 51.40 224.50 43.24 244.29 34.43 256.50 49.85 4.489** b,a<c,d

100o
R 170.78 48.16 144.92 35.68 169.21 35.88 172.29 38.67 1.189

L 151.94 39.51 150.92 33.13 169.21 35.01 173.71 30.68 7.085*** b,a<c,d

180

0o
R 189.38 31.94 176.92 29.31 191.21 31.76 192.71 35.19 0.028

L 178.19 39.30 175.25 32.44 189.43 30.98 192.83 34.59 2.597

100o
R 134.09 38.94 111.08 22.96 140.79 34.88 135.38 31.58 0.635

L 130.66 36.85 126.75 20.04 136.43 34.47 138.38 33.96 2.059

**p<.01, ***p<.001
a: BP (Basic pants), b: KT (Kinesio taping), c: CP (3D Compression pants), d: KTP (Kinesio taping attach on 3D compression 
pants)
R: Right leg, L: Left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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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ime to peak torque during extension (0
o

) and flexion (100
o

) of knee joint depending on angular velocity,

number of set and taping treatments                                                                                                                   (Unit: sec)

Angular
velocity

Degree Leg

Condition

F
Post-hoc
Tukey

BP KT CP KT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60

0o
R .58 .14 .51 .12 .47 .13 .55 .12 10.927*** c<d<a

L .54 .12 .54 .09 .49 .12 .58 .11 02.830* c<d

100o
R .45 .14 .48 .09 .46 .16 .46 .14 00.679

L .47 .15 .41 .08 .45 .18 .40 .09 01.273

180

0o
R .27 .04 .24 .03 .23 .04 .25 .04 16.490*** c,b<d,a

L .27 .03 .25 .02 .24 .03 .25 .03 04.924** c,b,d<a

100o
R .30 .08 .29 .05 .29 .07 .27 .05 02.915*

L .30 .06 .26 .04 .26 .08 .25 .06 04.495** d,b,c<a

240

0o
R .24 .04 .20 .03 .20 .04 .21 .04 10.600*** c,b,d<a

L .23 .03 .23 .02 .21 .03 .21 .04 07.003*** c,d,b<a

100o
R .26 .07 .29 .08 .29 .08 .27 .09 05.162**

L .28 .09 .27 .08 .24 .09 .23 .07 03.712* d<a

*p<.05, ** p<.01, *** p<.001
a: BP (Basic pants), b: KT (Kinesio taping), c: CP (3D Compression pants), d: KTP (Kinesio taping attach on 3D compression 
pants)
R: Right leg, L: Left leg

Fig. 17. Time to peak torque at 0° depending on rep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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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orce decay time during extension (0
o

) and flexion (100
o

) of knee joint depending on angular velocity and

taping treatments                                                                                                                                                        (Unit: sec)

Angular
velocity

Degree Leg

Condition

F
Post-hoc
Tukey

BP KT CP KT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60

0o
R 1.09  .14 1.18  .11 1.19  .14 1.10  .16 10.428*** a,d<b,c

L 1.12  .13 1.11  .07 1.18  .12 1.07  .13 06.063*** d,b,a<c

100o
R 1.19  .15 1.15  .09 1.17  .20 1.17  .15 00.658

L 1.16  .20 1.22  .09 1.20  .19 1.24  .13 01.701

180

0o
R .37  .03 .38  .03 .39  .03 .37  .03 12.755*** a<b,c

L .37  .03 .38  .02 .38  .03 .37  .02 02.377

100o
R .32  .06 .31  .06 .31  .08 .34  .06 02.674

L .32  .06 .36  .04 .35  .07 .37  .05 05.635** a<c,b,d

240

0o
R .28  .03 .31  .03 .31  .03 .30  .03 13.680*** a<d,c,b

L .28  .03 .29  .02 .30  .02 .29  .03 02.566

100o
R .25  .06 .21  .08 .21  .07 .24  .09 04.192**

L .23  .09 .21  .07 .25  .08 .26  .06 03.339*

*p<.05, **p<.01, ***p<.001
a: BP (Basic pants), b: KT (Kinesio taping), c: CP (3D Compression pants), d: KTP (Kinesio taping attach on 3D compression 
pants)
R: Right leg, L: Left leg

Fig. 18. Time to peak torque at 100° depending on rep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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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 낸 다음, BP를 기준(0)으로 변화율(%)로 계산하

여 <Fig. 21>과 같이 나타내었다.

먼저 키네시오 테이핑 자체의 효과(KT)를 분석해 보

면, 각속도와 운동 반복세트에 따른 최대 토크와 일량,

평균 파워가 BP에 비해 5%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테이핑이 근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선

행연구 결과(Fu et al., 2008; Janwantanakul & Gaogasi-

gam, 2005; Kang et al., 2012; Wong et al., 2012)와 유사

하며, Fu et al.(2008)의 연구결과와 같이 상해를 입지 않

은 건강하고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테이핑의 효과가 미

미했음을 알 수 있었다. Kang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남녀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했

을 때, 저속과 고속부하에서의 등속성 하지 근력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Janwantanakul and Gaogasigam(2005)

와 Wong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테이핑이 즉각적인 근력의 발

산이나 근기능을 유의하게 향상시켜주지는 못했다. Fu

et al.(2008)는 선수의 대퇴부에 처치한 테이핑이 근력이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에서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게

는 테이핑이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

반면, 최대 토크 도달에 걸리는 시간은 KT가 BP보다

Fig. 20. Force decay time at 100° depending on rep-

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left leg).

Fig. 19. Force decay time at 0
o

 depending on rep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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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았으며, 최대 토크가 감쇠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BP보다 짧게 나타났다. 이는 Wong et al.(2012)과 Chen et

al.(2007)의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Wong et al.(2012)

은 무릎관절의 등속성 운동 시 테이핑의 처치가 운동의

발현 시점(Firing time)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테

이핑을 처치했을 때 최대 토크에 걸리는 시간이 더 빠르

게 나타났다. Chen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스텝 테스

트 시 내측광근과 외측광근에 테이핑을 처치하여 EMG

를 분석한 결과, 테이핑 조건이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

은 조건에 비해 내측광근의 활동 시작 시점이 유의하게

빠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테이핑 적용이 운동의

발현 시점에 영향을 주어 하체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

은 경우보다 테이핑을 처치했을 때, 최대 운동능력을 더

빨리 발휘하며 보다 오래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밀착형 팬츠를 착용한 조건(CP)과 팬츠에 키네시오

테이핑을 부착했을 때(KTP)에는 전반적으로 근기능이

향상되었으며, CP와 KTP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Fig. 21>에서와 같이 CP와 KTP 착용은 최대 토크와

일량, 평균 파워가 BP와 KT에 비해 증가하며 최대 토크

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최대 토크가

감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었다.

피부에 직접 테이핑을 부착한 조건에 비해 밀착형 의

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테이핑을 적용했을 때에는 근기

능 향상에 있어 보다 유리하였다. 역학적으로 체표를 가

압하면 근육이 수축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

기 때문에 선수의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밀착

형 의복이 활용된다(Doan et al., 2003; Tamura & Oka-

moto, 2006). 또한 하체 운동 시 밀착형 팬츠의 착용은

하지 분절의 감속과 안정을 위한 근육동원능력을 높여

주어(Chae & Kang, 2009) 본 연구에서도 동일 강도의

운동 시 밀착형 팬츠 착용과 그 위에 테이핑을 적용한

조건이 더 높은 토크와 파워를 발산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적으로 최대 토크와 반복에 따른 일량, 평균 파워

변인은 세 각속도 중 저속부하인 60
o

/sec에서 하체 처치

조건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Table 5)−(Table

7). 피험자는 예비테스트 결과 모두 오른다리가 우성이었

고 양측 다리 근기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반복에

따른 일량과 평균 파워의 경우 오른다리보다 왼다리에

서 처치 조건에 따른 차이가 더 구분되었다(Table 6)−

(Table 7).

등속성 운동과 근기능에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실

제 운동을 수행하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각속도별 3~5회

Fig. 21. Average change rate depending on angular velocity, repetition of exercise set and tap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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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반복운동하여 최소 3회에서 최대 20회 가량 굴곡

·신전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트레이닝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 가지 부하 속도와

네 번의 반복세트를 통해 총 180회의 굴곡 ·신전을 반복

하여 피로감이 유발되는 시점까지 진행한 점이 차별된다.

신 ·굴근의 체중당 최대 토크와 평균 파워, 반복에 따른

일량은 운동세트가 반복될수록 점차 낮아지는데 밀착형

팬츠를 착용(CP)하거나 밀착형 팬츠 위에 테이핑을 처

치한 조건(KTP)이 다른 두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유지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무릎관절의 등속성 운동 시 하체 주동근의

위치에 키네시오 테이핑을 피부와 밀착형 팬츠 위에 부

착했을 때의 근기능의 차이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운동

기능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상해를 입지 않은 건강한 남성의 하체에 키네시오 테

이핑을 적용했을 때(KT), 최대 토크와 평균 파워, 반복

에 따른 일량이 컨트롤(BP)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

히려 감소하였으나 최대 토크에 도달하는 시간은 BP보

다 짧았다.

밀착형 팬츠 착용(CP)과 팬츠 위에 테이핑을 처치했을

때(KTP), 저속부하에서의 최대 토크와 평균 파워, 반복

에 따른 일량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팬츠 위에 테이핑

을 처치한 조건이 팬츠만 착용했을 때보다 측정변인별

측정값이 다소 높았으나 두 조건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

었다.

저속, 고속부하의 각속도에서 하체 처치 조건에 따른

착용효과는 저속부하에서 보다 구분되어 나타났고, 우

성인 오른다리보다 왼다리에서 처치 의복에 따른 근기

능 향상효과가 보다 잘 나타났다.

운동이 반복될수록 최대 토크와 평균 파워, 일량은

점차 낮아졌고, 처치 조건에서는 밀착형 팬츠를 입거나

팬츠 위에 테이핑을 처치한 조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도 가장 우수한 근기능을 보였다.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아닌 건강한 피험자들은 밀착

형 팬츠를 착용하고 그 위에 테이핑을 처치했을 때, 하

체 전반에 부여된 압박감과 지지 기능이 피부에 직접

테이핑을 처치했을 때보다 증가하여 동일 강도 운동 시

보다 많은 에너지 소비와 근육의 동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가압으로 인한

지지감과 동작의 안정성을 높여 보다 강한 토크와 파워

를 발현하였다. 본 결과는 운동 시 근력이나 지구력과

같은 근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밀착의복 설

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정교한

테이핑 기법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차별 가압형의 밀착

의복 형태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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