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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

PFPS)은 특별한 병리적 원인 없이 앉거나 무릎서기,

계단 오르고 내리기, 쪼그려 앉기 등의 동작에서 슬개

골 주변의 무릎 전후방 부위에 불쾌감 및 통증 수반하

는 질환으로 정의되며(Nijs 등, 2006), 성인여성에게 발

생 비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이다.

(Mostamand 등, 2011). 남성에 비해 여성의 발병 위험

이 약 2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Taunton 등,

2002), 그 이유로는 여성은 대퇴골 길이에 비해 골반

너비가 넓어서 고관절의 지나친 내전을 유도 할 수 있

는 구조적인 차이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Kim 등,

2010). 이와 더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관절의 내회

전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증

가된 골반과 대퇴골 사이의 각도는 슬관절의 정상범위

를 넘어서는 외반슬(genu-valgus)을 유도하게 된다. 이

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PFPS의 원인은 대퇴사

두근각(Q angle)의 증가, 내측광근의 약화 및 이상정렬,

발목관절의 과도한 회내(foot excessive pronation), 슬

관절의 부정확한 이동(patellar maltracking), 슬개대퇴

압박력(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PCF)의 증가,

무릎 외반족(valgus), 슬개골 불안정성(patellar in-

stability) 등의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의 불균형과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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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aping on knee joint for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PCF) during stair descent for elderly women. Ten healthy elderly women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is system and force plates were used to

analyze the movements of the joints for the lower extremit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maximum PCF, maximum quadriceps contraction force and maximum

knee extension moment (p>.05) but, there was a pattern decreasing all values with the taping during

stair desc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knee and ankle angle on the event of maximum

PCF (p<.05) and there was a pattern decreasing all values with the taping during stair descent.

Therefore, taping on the knee would be effective to relieve the pain like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in

the knee joint.

Key Words: Knee extension moment;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Quadriceps contraction force; 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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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반복적 미세손상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 되어오

고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Boling 등, 2006; Cho 등,

2011). Park 등(2007)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온돌

생활과 동양적 생활양식으로 인해 쪼그려 앉기, 무릎

끓고 앉기, 등산 등 슬개 대퇴관절의 압력을 증가시키

는 동작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PFPS와 같은 질환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이힐을 즐겨

신는 우리나라 성인여성들의 증가와 서양인과는 다른

생활습관과 가옥 구조에 따라 노인 여성에게서 무릎 관

절의 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슬관절의 손

상은 통증과 함께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을 주어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PFPS의 통증 감소를 위한 치료는 진통제나 소염제

투여 등의 약물 요법, 전기자극 치료(Boucher 등, 2009)

와 대퇴사두근의 근력강화운동, 무릎주변 연부조직의

신장운동, 무릎관절 테이핑(Bennell 등, 2010) 등이 있

다. 이 중 노인들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약물 부작용과 수행이 어려운 치료법보다는 쉬운 중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Park과 Kim, 2005).

무릎 관절의 테이핑 요법은 PFPS 환자의 증상 개선

에 비교적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며(Mostamand

등, 2011), 내측광근을 중립 위치로 재조정하기 위해

무릎관절을 내측으로 잡아당기며 테이핑을 하는 것으

로, 무릎관절의 재정렬과 내측광근(vastus medialis)의

활성도 증가를 통해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

해 시행된다(McConnell, 1986; Whittingham 등,

2004). PFPS 환자에 대한 무릎관절 테이핑은 계단 내

려오기 시 내측 광근을 외측광근(vastus lateralis)보

다 먼저 활성화 시켰으며(Cowan 등, 2002; Kim,

2011), PFPS 환자의 약 86%가 무릎 관절 테이핑에 성

공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Gerrard, 1989). Park과

Kim(2005)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릎 통증과 관절가

동범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테이핑요법이 통증감

소와 관절가동범위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무릎 관절에 대한 테이핑 요법이 통증감소와

비정상적인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수정하

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테이핑 요법에 따른 효

과가 다음 운동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며

(Larsen, 등, 1995), 내측 광근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주

지 못한다는 반대의 주장도 제시되어 있어 테이핑 요

법의 효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Aminaka와 Gribble,

2008; Ng, 2005).

LaBella(2004)는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반복적

이고 과도한 무릎 관절의 굴곡 동작을 수행할 때 슬개

골과 대퇴골(femur) 사이에서 발생하는 슬개대퇴 압박

력이 증가됨으로써 슬개골의 연골과 대퇴골의 연골사이

에서 큰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Dye(2005)는 대표적인 PFPS의 하나인 슬개

골 연골 연화증(patellar chondromalacia)의 경우 PCF

가 크게 발생할 경우 통증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였

고, 통증과 아울러 연골에 직접적인 상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슬개대퇴 압박력은 무릎

관절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증과 질환에 대한 중요한 원

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슬개대퇴 압박력은 보행,

점프, 계단 오르기, 내리기 등 무릎 관절의 굴곡 동작과

관련된 일상생활 동작에서도 크게 증가하며, 무릎 관절

의 굴곡 각도와 대퇴사두근 근력에 비례한다. Reilly와

Martens(1972)는 평지 보행 시 체중의 .5배, 계단 오르

기 시 3.3배로 슬개대퇴 압박력을 계산하였으며,

Nisell(1985)는 무릎의 최대 신전 시에 슬개대퇴 압박력

이 체중의 2.6배라고 제시하였다. Dahlkvist 등(1982)

은 스쿼트(squat) 시 체중의 7배, Cho와 Kim(2012)은

키 높이 깔창 높이에 따른 보행 시 슬개대퇴 압박력 연

구에서 깔창의 높이에 따라 체중의 .55～.72배 정도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무릎의 굴곡 동작이 큰 착

지 연구에서는 체중의 약 8～9배 정도의 슬개대퇴 압박

력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Cho 등, 2011).

노인 여성에게 있어서 계단내리기 동작은 무릎 관절

의 불안정성 증가와 근력의 저하로 인해 계단 자체가

하나의 장애물로 인식되게 되며, 무릎 관절의 통증이

있을 경우 계단 내려가기 활동을 기피하기도 한다

(Moon과 Choi, 2014). 이러한 관점에서 PFPS의 원인

중 하나인 슬개대퇴 압박력은 계단 내리기 동작 시 무

릎 관절의 굴곡에 따라 크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PFPS에 대한 무릎 관절 테이핑이 효과가 있

음이 보고되었으나, 슬개대퇴 압박력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노인 여성들에

대한 계단 내리기 동작 시 무릎 관절 테이핑이 슬개대

퇴 압박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계단 내리

기 시 무릎관절에 테이핑 요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하였을 때 슬개대퇴 압박력 및 하지 관절의 각도,

모멘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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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하지에 외과적 수술을 하

지 않았으며, 보행에 있어서 전혀 불편이 없는 65세 이

상 노인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연령은 72.4±3.3세, 키는 155.5±5.8 ㎝, 체중은

57.3±4.2 ㎏이었다. 대상자들은 최근 6개월 동안 일상생

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 없었고, 근골격계와 관련

된 질환이 없는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가 동의

서를 작성한 후 실험을 참여하였다.

2. 연구 절차와 방법

가. 자료의 획득과 처리

운동학, 운동역학적 자료의 획득과 분석을 위해 H 대

학교 운동분석실에 설치된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3D

motion analysis system; VICON, Oxford Metrics Ltd.,

Oxford, England)과 지면반력기(force plate; ver. 3.2.6.

Type 9286AA. Kistler Instrument AG, Winterthur,

Switzerland)를 이용하였다. 발목, 무릎, 엉덩 관절에 대한

3차원 좌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Plugin Gait 마커

세트를 이용하였으며, 14 ㎜ 구형 반사 마커를 양면 테이

프를 이용하여 오른쪽과 왼쪽의 각 위앞엉덩뼈가시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천추(sacrum), 가쪽 넓적

다리 중앙(lateral mid thigh), 가쪽 위관절융기(lateral ep-

icondyle), 가쪽 종아리 중앙(lateral mid shank), 가쪽 망

치뼈(lateral malleolus), 발뒤꿈치(heel), 발가락(toe) 등에

15개의 발광 마커(emitted marker)를 부착하였다(Moon,

2012) (Figure 1). 6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제작된 계단 보

행로의 앞쪽과 뒤쪽에 설치하였으며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200 ㎐으로 하였으며, 지면반력기의 표본추출률은

1000 ㎐으로 하였다. 피검자에 대한 계단 내려오기 동작

수행은 테이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별 5회 이상 실

시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테이핑을 한 후 5회 이상

실시하였고 이들에 대한 자료 중 정확한 동작으로 판단되

는 3회의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나. 계단의 제작과 지면반력기의 설치

하행 계단 보행을 위해 발 디딤판의 전후 폭이 30 ㎝

이고 높이가 18 ㎝인 총 4단으로 이루어진 조립형 계단

보행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두번째와 세번째 발 디딤판에

지면반력기를 설치하였다(Moon과 Choi, 2014) (Figure 2).

대상자들은 실험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한 후 마커를 부

착하였으며 실험실에서 충분한 계단 하행 보행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도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계단에서 평소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하였으

며 내려올 때 첫 번째 지면반력기에서 왼발을 지지하고

두 번째 힘판에서 오른발을 지지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테이핑(taping) 적용 방법

본 연구에 적용된 무릎 관절 테이핑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ure 3).

Figure 1. Marker set.

Figure 2. Force plates in stairs.

Figure 3. Tap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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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개골 하방활주 테이핑: 환자를 침대에 바로 누

운 자세로 취하게 하고 폭 5 ㎝의 탄력 테이프를 반으

로 자른 다음, 하퇴근위부 외측면에서 시작하여 슬개골

외측상면을 감싸 돌면서 슬개골 내측면을 지나 하퇴근

위부 내측면까지 부착하였다.

2) 슬개골 내측활주 테이핑: 슬개골 하방활주 테이핑

이 끝난 다음 하퇴근위부 내측면에서 시작하여 슬개골

하부를 감싸 돌면서 슬개골 상부를 지나 대퇴 원위부

내측면까지 부착하였다.

3) 대퇴사두근 테이핑: 환자는 침대에 걸터앉은 자세

에서 폭이 5 ㎝의 탄력 테이프를 Y자 모양으로 자른

다음 넙다리 네갈래근의 정지점인 경골결절에서 시작하

여 슬개골 옆을 지나 넙다리 네갈래근의 기시부인 전하

장골극까지 부착하였다.

4) 하퇴 외회전 테이핑: 넙다리 네갈래근 테이핑을

실시한 다음 하퇴를 수동적으로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폭이 5 ㎝인 탄력 테이프를 이용하여 경골의 내측에서

시작하여 외측상방으로 교차한 다음 대퇴의 내측면을

지나 상부까지 부착하였다.

라. 슬개대퇴 압박력의 산출

슬개대퇴 압박력은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서 발생

하는 압력의 크기를 말하며, 신체 활동 중 발생하는 무

릎 관절의 모멘트를 슬개골의 이동에 따른 모멘트 암

(moment arm)의 길이 변화량으로 나누어서 대퇴사두

근의 근수축력을 산출한 이후 무릎 관절의 움직임에 따

라 계산하였다(Matthews 등, 1977). PCF는 슬개대퇴

압박력, quadriceps contraction force(QCF)는 대퇴 사

두근의 수축력, patella force(PF)는 슬개골건의 신전력

을 가리킨다. 무릎 관절의 모멘트 암의 거리(moment

arm length)는 무릎관절의 굴곡 움직임에 따라 슬개골의

이동에 따른 변화를 의미 하며, Yamaguchi와 Zajac(1989)

의 함수(moment arm=knee angle×m+b)를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Figure 4). 대퇴사두근의 수축력은 무릎 관절의

신전모멘트를 무릎 관절의 모멘트 암으로 나누어 계산하

였으며(Bressel, 2001),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ＰＣＦ  ＱＣＦ × sin 
3. 통계 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ver. 21.0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테이핑

의 적용 유무에 따라 두 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65세 이상 노인 여성의 계단 내려오기 동작 수행 시

무릎 관절에 대한 스포츠 테이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엉덩관절 각도, 무릎관절 각도, 발목관절 각도, 슬

개대퇴 압박력, 대퇴사두근의 수축력, 무릎 신전 모멘

트, 수직 지면반력값을 분석하였다.

Figure 4. Calculation of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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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슬개대퇴 압박력, 대퇴사두근 수축력, 

신전 모멘트 및 수직지면반력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시 테이핑 유무에 따른 최

대 PCF, 최대 QCF, 최대 Knee Extension Moment(KEM),

최대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VGRF) 변화는 다음

과 같다(Table 1)(Figure 5, 6, 7, 8). 모든 변인들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 테

이핑 적용 시에 모든 값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주요 시점 별 발목 관절의 각도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시 테이핑 유무에 따른 주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시 테이핑 유무에 따른 주요 시점에서

발목 관절의 각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2)(Figure 9).

Heel Strike(HS) 시점과 최대 VGRF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PCF에서 유

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p<.05).

3. 주요 시점 별 무릎 관절의 각도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시 테이핑 유무에 따른 주요

시점에서 무릎 관절의 각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Table

3)(Figure 10). HS 시점과 최대 VGRF 시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PCF 에서

Non-taping Taping t p

HSa 17.62±10.30b 20.01±9.79 .66 .51

Max VGRFc 14.66±14.80 17.69±15.52 -.55 .58

Max PCFd 14.72±13.50 14.71±12.75 .00 .99
aheel strike, bmean±standard deviation, c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d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Table 4. Hip angle on the events                                                              (Unit: degree)

Non-taping Taping t p

Max PCFa (BWb) 3.62±.61c 2.97±.88 2.67 .12

Max QCFd (BW) 5.37±1.21 4.66±.94 1.97 .21

Max KEMe (Nm/㎏) 2.52±.86 2.27±.38 .98 .30

Max VGRFf (N/㎏) 13.12±1.99 12.29±2.07 1.13 .28
a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bbody weight, cmean±standard deviation, dmaximum quadriceps

contraction force, emaximum knee extension moment, f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Table 1. Maximum PCF, QCF, KEM, VGRF

Non-taping Taping t p

HSa -13.88±5.58b -15.83±4.26 1.07 .29

Max VGRFc 13.26±15.20 8.02±8.81 1.14 .26

Max PCFd 43.89±3.78 39.15±7.53 -2.21 .04*
aheel strike, bmean±standard deviation, c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d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p<.05.

Table 2. Ankle angle on the events                                                            (Unit: degree)

Non-taping Taping t p

HSa 1.84±5.10b 3.75±8.82 -.75 .46

Max VGRFc 12.11±10.07 12.33±7.49 -.07 .94

Max PCFd 66.76±11.01 58.70±6.94 2.38 .02*
aheel strike, bmean±standard deviation, c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d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p<.05.

Table 3. Knee angle on the events                                                           (Unit: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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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Knee extension moment (Max VGR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Max
PCF: 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Figure 8.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Max
VGR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Max PCF: 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Figure 9. Ankle joint angle (Max VGR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Max
PCF: 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Figure 6. Quadriceps contraction force (BW:
body weight, Max VGR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Max PCF: 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Figure 10. Knee joint angle (Max VGR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Max
PCF: 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Figure 5.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BW: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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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p<.05).

4. 주요 시점 별 엉덩 관절의 각도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시 테이핑 유무에 따른 주

요 시점에서 엉덩 관절의 각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Table 4)(Figure 11). 주요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5), 테이핑 적

용 시에 모든 값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Ⅳ. 고찰

계단 내려오기 동작은 노인 여성들이 무릎 관절의

굴곡 동작으로 인해 무릎 관절 주위의 PFPS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기피하는 일상생활의 기본 동

작중 하나이다. PFPS의 원인들 중 하나로 슬개대퇴 압

박력의 증가가 자주 거론된다. 무릎 관절을 굴곡 시키

는 동작에서 무릎 관절의 각도에 따라 무릎 관절의 신

전모멘트는 변화하게 되는데, 신전모멘트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무릎 관절은 굴곡되면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무릎 관절의 신전모멘트는 대퇴사두근의 근수축력과 슬

개골 모멘트 암의 거리를 곱한 것으로 계산되어 진다

(Bressel, 2001). 지면에서의 다양한 동작 수행 중 무릎

관절의 각도와 동작의 형태에 따라 무릎 관절의 적정한

신전모멘트가 필요하게 되고, 무릎 관절의 굴곡이 커질

수록 강한 신전모멘트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동작 자체만으로도 슬개대퇴 압박력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무릎 관절의 굴곡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무릎 관절의 신전모멘트는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퇴사두근의 강한 근수축력은 슬개대퇴 압박력을 증가

시키게 되어 PFPS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

게 되는 것이다. 슬개대퇴 압박력의 증가는 PFPS를 유

발하여 무릎 관절 주위의 통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무릎 관절의 테이핑 요법이

슬개대퇴 압박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테이핑요법은 휴지모터반사이론(fusimotor reflex)에

근거하여 피부표면에 테이핑을 함으로써 부착된 부위의

근육에 약한 수축을 일으켜 근수축의 균형 상태를 조화

롭게 해 주는 원리로 정의되며, 혈액 및 림프의 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빠르게

제거시킬 수 있고, 테이핑의 기계적 자극에 의해 통증

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unter,

1985; Shelton, 1992). Park과 Kim(2005)은 테이핑 요법

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내의 압력을 조절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며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킨다고 하

였으며, Crossley 등(2001)은 테이핑의 효과로 통증을

감소시키며 운동지구력과 관절 모멘트를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대퇴사두근의 수축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동안 테이핑

적용 시 슬개대퇴 압박력은 2.97±.88 body weight(BW),

미적용 테이핑(non taping) 시에는 3.62±.61 BW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Mostamand 등(2011)은 테이

핑 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스쿼트 동작

시 슬개대퇴 관절 반작용력(patellofemoral joint re-

action force)은 테이핑 전에 2100.55±455.25 N에서 테

이핑 시에 2026.20±516.45 N으로 감소하였음을 제시였

다. 본 연구의 계단 내려오기 동작 수행 시 무릎 관절

의 최대신전모멘트는 테이핑 적용 시에서 2.27±.38

Nm/㎏, 미적용 시에 2.52±.86 Nm/㎏로 나타났는데,

Mostamand 등(2011)은 무릎 관절의 신전근 모멘트가

테이핑 전에 119.65±25.90 Nm에서 테이핑 시

115.40±29.45 Nm 감소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계단 내려오기 동작 수행 시 슬개대퇴근의 수축력은 테

이핑 적용 시에서 4.66±.94 BW, 미 적용 시에

5.37±1.21 BW로 나타났는데, Mostamand 등(2011)은

대퇴사두근의 수축력이 테이핑 전에 2645.20±560.25 N

에서 테이핑 시에 2565.50±640.40 N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무릎 관절 테

Figure 11. Hip joint angle (Max VGRF: maximum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Max PCF:
maximum patellofemoral compressiv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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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핑에 대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테이핑

적용이 운동역학적 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Lee 등(2012)은 PFPS를 가진 남자

성인의 계단내려기 동작 시 테이핑 효과에 대한 연구에

서 테이핑 미적용 시 내측광근(vastus medialis)의 근수

축력은 50.2±5.9%, 테이핑 적용 시에는 35.5±3.5%로 나

타났으며, 외측광근(vastus lateralis)은 테이핑 미 적용

시 56.3±6.5%, 테이핑 적용 시 39.4±4.3%로 감소하였음

을 제시하였다. 또한, Lee 등(2012)은 스쿼트 동작 시

대퇴사두근에 대한 테이핑 효과의 근전도 연구에서 테

이핑 미 적용 시 내측광근의 근수축력은 23.51±12.73%,

테이핑 적용 시에는 21.20±12.32%로 나타났으며, 외측

광근은 테이핑 미 적용 시 20.47±10.34%, 테이핑 적용

시 18.86±10.47%로 감소하였음을 제시하였다.

Kim 등(2004)은 등속성 운동 시 스포츠 테이핑 요법

이 하지 근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신전 구간

과 굴곡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테이핑 적용 이후에 평균

적분 근전도 값이 작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신전 구간에서는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굴곡 구

간에서는 대퇴직근(rectus femoris)이 테이핑 적용 이후

에 평균 적분 근전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

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Lee (2001)는 키네시오 테이

핑 요법 적용이 무릎 관절의 굴곡과 신전 시 근력과 근

지구력 발현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테이핑 요법 적용이

후 무릎 관절의 신전 시 근력 및 근지구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2004)은 운동

형태별 밸런스 테이핑 적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테이핑 전보다 테이

핑 이후에 근활성도가 낮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

를 종합하면 동일한 계단 내려오기 동작을 수행하는 동

안 테이핑 요법이 낮은 근활성도로 동일 동작을 수행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테이핑 요법

이 적은 운동단위(motor unit)를 동원하여 동일한 운동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

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중 무릎 관

절의 각도는 테이핑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지면반력이

최대가 되었을 때에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CF가 최대가 되었을 때 무릎 관절의 각도는

테이핑 적용 시 58.70±6.94°, 테이핑 미적용 시에

66.76±11.01°로 나타나 무릎 관절의 굴곡 정도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Herrington 등(2005)은 젊은 성인

의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시 입각기 동안 무릎관절

의 최대 굴곡 각도를 테이핑 전에 102.0±6.5°, 테이핑

후에 99.2±7.9°로 제시하여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에

서 테이핑 요법의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Cho 등(2011)은 드롭랜딩

시 슬개대퇴 압박력 연구에서 무릎 굴곡 각도가 약 70°

에서 최대 슬개대퇴 압박력이 발생하였다고 제시하였으

며, Esamilla 등(2008)은 런지(lunge) 동작 시 슬개대퇴

압박력 연구에서 60°와 90° 사이의 무릎 굴곡각은 슬개

대퇴 압박력 증가에 의한 스트레스를 높일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이 각도의 범위에서는 운동을 자제하라고 제

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테이핑 미적용 시의 무릎 관

절 각도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이핑 적

용 시에는 60° 이하의 굴곡각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들

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계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중 발목 관

절의 각도는 테이핑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지면반력이

최대가 되었을 때에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슬개대퇴 압박력이 최대가 되었을 때에는 테이핑 적용

시 39.15±7.53°, 테이핑 미적용 시 43.89±3.78°로 나타나

무릎 관절의 굴곡각의 감소에 따라 발목 각도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Voloshin과 Wosk(1982)의 연구에

의하면 발목의 배측굴곡값이 증가하면 무릎의 굽힘각도

가 증가되고 자연히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된다고

하였는데 발목 관절 각도와 무릎 관절의 각도가 감소함

에 따라서 무릎 관절의 신전모멘트도 감소하게 되고 이

에 따라서 슬개대퇴 압박력도 감소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릎 관절의 굴곡각과 신전모멘트

증가, 압박력의 증가에 따른 PFPS를 유발할 확률이 커

진다는 기전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테이핑 요법의 적용

이 PFPS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하겠다. 테이핑 요법이 계단 내려오기 시 무릎 관절

의 신전 모멘트와 대퇴사두근의 수축력을 감소시켜 최

종적으로 슬개대퇴 압박력을 감소시키게 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테이핑 요법이 무릎 관절의 신전

모멘트와 슬개 대퇴근의 수축력을 요구하는 계단 내리

기와 같은 동작에서 적은 근수축력과 신전모멘트를 발

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슬개대퇴 압박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PFPS로 인한 무릎 관절의 통증

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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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릎 관절 테이핑 요법이 PFPS을 유발하

는 요인 중의 하나로 PCF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연구로서 자료 제시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

단되지만 대상자가 고령자로서 동작 수행 시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수를 더 많

이 확보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과 PFPS를 유발

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노인 여성의 계단 내려오기 동작 수행 시

무릎 관절 테이핑 요법이 PFPS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인 PCF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계

단 내려가기 동작 수행 시 테이핑 요법 적용 유무에 따

른 최대 PCF, 최대 QCF, 최대 KEM 값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나타나지 않았으나(p>.05), 테이핑 요법 적

용 시에 모든 값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발

목 관절에서 PCF는 테이핑 적용 시 약 40°, 미적용 시

에는 약 44°에서 최대를 보였으며, 무릎 관절에서는 테

이핑 적용 시 약 59°, 미적용 시에는 약 67°에서 최대

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5). 본 연구의 결과 노인 여성의 계단 내려

오기 동작 수행 시 적용된 테이핑 요법은 무릎 관절의

굴곡 동작을 감소하게 하며, 신전 모멘트를 감소시켜

슬개 대퇴근육의 근수축력을 작게 하고 결국 슬개대퇴

압박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노인 여성에게 있어서 테이핑 요법의 적용은 다

른 동작 수행에도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계

단 내려오기 동작 수행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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