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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ankle-taping on limb asymmetry, 

postural sway and lumbar flexibility. For the purpose, it uses ankle-taping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targets 46 adults, 25 of the test group and 21 of the control 

group and interviews them for two days, September 19, 2007 and 

October 2 of the same year. For the test group, inflexible tapes of 5mm 

width are applied as designed by Danaka Nobudaka while the tapes for 

the control group are arranged in symmetric direction to the direction of 

the test group.  

  Postural balance is measured with a use of Mediance(Human Tech Inc, 

Korea) and to identify lumbar flexibility, the trunk flexion is targete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obtained, this study uses  SPSS 12.0 

PC/Program. To demonstrate the standard deviation, it uses ANCOVA, and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apes, it makes a pair comparison. The significance level (α) of the 

statistics is 0.05.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1.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imb asymmetry of the two group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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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est group before taping is 5.88±5.40 and that after taping is 

4.04±3.81. That of the control group before taping is 6.40±4.15 and that 

after taping is 4.95±4.28.  The postural inclination of both the two 

groups decreases, bu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s not found 

(p>0.05).

  2.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changes in postural swaying of the two 

groups, that of the test group changes from 2.09±0.096 before taping to 

2.32±1.12 after taping. That of the control group changes from 

2.15±0.68 before taping to 2.55±1.02 after taping. That of both the two 

groups increases,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p>0.05).

  3. As a measuring the changes in lumbar flexibility of the two groups, 

that of the test group changes from 11.68±5.75 before taping to 

15.44±5.75 after taping. That of the control group changes from 

11.81±5.72 before taping to 13.24±6.05 after taping. That of both the 

two groups increases,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s found  

(p<0.05). 

  As demonstrated in the results above, the ankle taping is effective to 

lumbar flexibility as well as stability of ankle joints irregardless of the 

directions of taping and it is suggested that it is helpful for health 

management of athletes and the public.    

  However, as the results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obtained 10 minutes 

after taping,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will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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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자세(posture)란 특정 활동을 휘한 신체 각 부분간의 상대적인 배열을 의미하는 

체위(position) 혹은 태도(attitude), 신체를 지지하는 특정적 방법으로 정의되는 일

반적인 용어이다. 인간은 활동을 할 때 최소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자세와 움직임(movement)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Laura 등, 

1999). 

  자세 유지를 기초로 한 동작은 감각수용기, 신경원의 활동 및 내분비 과정이 포

함되는 것으로(김유섭, 1995), 정적인 인체의 상태도 지속적인 균형조절의 상태이

며(강충식 등, 1980), 최근 균형을 조절하는 증력으로써 자세 흔들림을 힘판에서 

측정하여 이를 안정성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정은 기능적 수행 능력

측정과 더불어 감각 운동 장애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Michael과 Albert, 1987).

  정적 기립자세에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가해지는 중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근육 긴장(muscle tone)과 항중력근의 수

축으로 인한 자세 긴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체성감각(고유 수용성 감각, 피부관절 

수용기) 및 전정계에 의한 말초로 부터의 정상적인 감각 입력은 신체의 위치와 중

력, 환경과 연관된 공간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자세의 균형유지에 중요하다(Basmajian과 De Luca, 1985).

  일반적으로 테이핑은 관절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근골격계의 급

성 손상시 추가 손상의 방지, 부종의 감소 등을 위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다

(김명기, 1995). 최근 각종 스포츠에서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병원에서의 환

자의 기능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운동요법 및 보조도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중 테이핑요법은 약물이 처리되어 있지 않는 탄력 또는 비탄력의 접착력이 있는 

천 테이프를 근육의 결을 따라 부착하거나 운동점에 부착함으로써 근육의 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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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피부에 흐르는 전자기적인 흐름을 조절하여(어강, 1998a) 

기능증진 및 통각을 치료하는 보완의학으로 적응증이 다양하고 안전하여 최근 테

이핑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어강, 1999). 피부에 접촉, 두드

림, 얼음 마사지, 화학물질로의 자극, 모공의 자극(brushing) 등 특정한 자극을 가

하면 감마운동 반사에 의해 근육의 최소단위인 근방추(muscle spindle)로부터의 

휴지모터 반사(fusimotor spindle)가 발동되어 자극 받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근

육이 부드럽고 가벼운 수축을 일으키며 테이프의 접착력에 의해서도 반사가 일어

날 수 있다(채은영, 2003)는 기전을 바탕으로 테이핑에 의한 운동기능에 관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비탄력 테이핑 요법에는 급성 손상 시 관절의 가동을 제한하는 스포츠테이핑 방

법과 다나까에 의해 개발된 근육과 피부에 흐르는 전자기적 흐름을 측정하여 방향

성 및 반응점 원리에 근거한 스파이랄 테이핑 방법이 있다(田中信孝, 1997).

  스파이랄 밸런스 테이핑 요법은 1996년경부터 일본에서 국내로 소개된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 치료영역은 요통, 오십견, 건초염, 근육통, 퇴행성 관절염, 타박상, 

염좌, 중풍후유증 등으로 인한 마비성 질환의 재활요법 등 근골격계 질환이다라고 

하였으며, 불면증, 구내염, 천식, 변비, 이명, 생리통, 위장질환 등 내과질환에도 응

용되는 등 다방면에서 치료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어강, 

1998b), 테이핑을 적용함에 있어 그 방향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나까 노부다까(田中信孝, 1997)에 의해 고안된 스파이랄 밸런스 

테이핑 요법 중에서 자세 안정에 활용되는 발목 테이핑을 적용한 실험군과 반대방

향의 테이핑법을 적용한 대조군의 테이핑 방법에 따른 자세 치우침과 흔들림의 정

도, 허리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임상적용의 타당성을 알아보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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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가설가설가설가설

1) 가설 :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세의 치우침이 개선될 것이다.

2) 가설 :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세 흔들림이 적을 것이다.

3) 가설 :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요부 유연성 개선의 폭이 클 것이다.  

        4. 4. 4. 4.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G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6명으로 제한하였

다.

2) 테이핑 방법은 다나까 노부다까(田中信孝)가 고안한 자세균형을 위한 발목테이

핑으로 제한하였다.

3) 요부 유연성 측정은 체간굴곡(trunk flexion)으로 제한하였다.

4) 측정은 테이핑 부착 후 약 10분 경과한 상태에서 검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테이핑 방법으로 그 효과를 확대 해석 시에는 유의해야 한다.

5) 측정 시 대상자의 생리적, 심리적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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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테이핑테이핑테이핑테이핑(taping) (taping) (taping) (taping) 요법요법요법요법

  테이핑 요법은 접착력을 가진 테이프를 근육의 결을 따라 부착하여 근육의 긴장

도를 조절하고 정상적인 신체활동의 회복을 유도하는 중재법으로 통증의 치료와 

근․관절 기능 새선 및 향상을 주목적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어강, 1999). 1920

년대 미국과 유럽의 정골 요법에서 시작하여 일본에서는 30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

어 왔고,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을 통해 소개되어 대중화를 우해 많

은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결과 보완대체요법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키네시오테이핑 협회, 2002).

  테이핑 요법의 사용 목적은 첫째, 갑작스런 외상이나 계속된 운동에 의해 약화 

또는 손상된 근육, 관절 등을 제한하고 고정하여 더 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며 둘째, 동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고 셋째, 근 수축 유도로 근력, 순발력, 지구

력 등울 증진하여 운동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자세의 균형

을 조정하여 신체 평형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이성원, 1999). 

  테이핑 요법은 치료 중에 통증이 없으며 테이프의 접착 중 불편감이 없고 비교

적 경제적이며 치료가 24시간 또는 수일간 지속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둘 수 있다

(어강, 2001). 

  비탄력 테이핑은 부상당한 관절의 가동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절에 무리한 힘

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치료효과 보다는 손상된 관절의 부상

방지 및 예방적인 측면이 더 강하며(이성원, 1999), 다나까식 테이핑요법에서 사용

되는 테이프는 탄력성이 없는 천에 접착력을 추가한 비탄력의 것으로써 질환에 따

라 다양한 폭으로 활용되지만, 급성기의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꺼운

(8-10mm) 테이프를 붙이고 만성기 또는 동통이 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폭이 

좁은 (2-3mm) 테이프를 이용한다(田中信孝,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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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핑요법의 임상적 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발목 테이핑으로 근력과 자세조절기

능이 향상되고(최진영, 2007), 선 자세 중심동요가 개선되며(권순혜, 2004), 운동

선수들의 동적 자세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이승민 등, 2006) 자세 균형지수를 높인

다는(정대인 등, 2005) 연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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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자세 자세 자세 자세 균형균형균형균형

  균형은 최소한의 흔들림으로 지지 기저면 내에서 신체의 중력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며(Nochols 등, 1996) 서 있는 상태에서 인체의 중심점은 높고 기저면은 좁

아 불안정한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자세의 흔들림이 나타나게 된다. 자세

의 흔들림(postural sway)이란 기저면 내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의 전위와 회복이 일

어나는 것을 말한다(Laura 등, 1999).

  Horak 등(1987)은 자세와 균형조절을 평가하는 첫 단계는 근골격계를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고, 관절염과 같은 다른 상황에서도 신체 전체의 관절에 운동제한을 초

래할 수 있으며, 통증도 역시 특정한 관절의 기능적 가동영역을 제한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Perry(1992)는 중력선이 관절축의 중심을 지나가게 하는 자세는 이상적

일 뿐만 아니라 관절 주위나 전체적 근막에 적절한 구조가 되며, 머리ㆍ체간ㆍ어깨

ㆍ골반은 근육과 근막의 변형을 증명하는 지침으로 사용되며 자세의 일렬배열이 

향상되면 근육 근막도 적절한 배열이 되고 자세의 불균형도 적어진다고 하였다. 

Nashner 등(1990)은 자세조절이란 개인과 환경의 역학적 제한에 의해 결정되어지

는 안정성 한계 내에 인체 중심을 유지시키는 것이라 하였고, 배성수 등(1992)은 

인간은 고체가 아니라 유기체로써 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약간의 체

위 유동이 일어나며 이는 체중 측정 시에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하였다. 

Duncan 등(1990)은 동적자세조절을 지지 기저면 내에서 무게중심이 움직이거나 

무게중심이 아래 지지 기저면이 움직임에 의한 동작에서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

는 능력이라 하였다. 선 자세의 좋은 균형은 고유수용기, 전정계, 시각의 구심성 

정보의 통합과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지지기저면내에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운동반

응의 결과로, 선 자세의 균형을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안

정성과 낙상을 평가하는 한 부분이 된다(Chandler 등, 1990). 

  선 자세의 균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 자세 흔들림으로 

측정하는 방법, 운동반응으로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는 송주민 등(1994)과 Bohannon 등(1984)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균형수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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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균형측정을 할 때 하나 이상의 상태 즉 눈을 감

거나 뜬 상태, 발을 모으거나 벌린 상태, 또는 한 다리로 선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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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유연성유연성유연성유연성

  

  유연성은 뼈와 뼈, 인대나 건, 근육으로 연결되어진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

위, 즉 관절의 가동 범위나 각도로 정의되며 관절 및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에 의하

여 움직여지는 관절운동의 가동성 역할을 하는 신체 기능이다(이태신 등, 1995). 

신기문(1993)은 유연성은 활동 중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주고, 운동의 정

확성 및 근력활동을 증가시키며, 협응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유연성이 좋지 않는 경우 운동 상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희수

(1988)는 유연성은 근육의 질을 향상시켜 스포츠 수행 시 근 파열을 예방하는 역

할을 하며 굴근, 신근의 긴장 및 이완에 대한 관절의 연체 조직인 인대 등의 작용

에 의하여 좌우되는 체력의 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유연성은 근육이 보다 잘 이완

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능저하 시 신체 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은 근 긴장이 나타나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테이핑이 요통환자 허리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이승환, 2004), 요부의 근

력과 유연성 그리고 통증완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며(김선호, 2006), 만성 요통환

자에게서도 체간의 굴곡과 신전의 근력에 변화가 나타난다(김수형, 2005)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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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본 연구는 2007년 9월 19일과 10월 2일 양일간에 걸쳐 G시 소재 G대학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참가 순서에서 짝수는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파이랄 밸런

스 테이핑요법의 자세균형에 도움이 되는 발목 테이핑을 적용하여 25명을 실험군

으로 정했고, 홀수는 실험군에 적용하였던 발목 테이핑과 좌우 대칭 방향이 되도록 

반대방향으로 테이핑을 적용하여 대조군으로 정해서 21명에게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본 연구에 활용되는 테이핑 요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대

학생들로 구성되어, 실험 결과에 대한 주관적 예단이 반영되는 것을 피하도록 했으

며, 실험 전에 대상자들에게 실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한 뒤 진행

하였다. 대상자는 하지에 기형이나 변형이 없고 특별한 통증을 가지지 않았으며 시

각 및 평형감각의 이상 등이 있는 경우는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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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테이핑 테이핑 테이핑 테이핑 요법요법요법요법

  실험군에 적용한 발목 테이핑의 방법은 일본 다나까 노부다까(田中信孝)가 고안

한 방법대로 폭 5mm의 비신축성(非伸縮性) 테이프(スパイラルの 田中, 일본)를 사

용하였다. 왼쪽 발에는 발등의 제4중족골 골두 부근에서 시작하여 발바닥을 통과하

여 피부를 따라가듯이 종골 내측부를 감싸고 아킬레스건 부위에서 경골 전면부까

지 테이프를 부착하였고, 오른쪽 발에는 테이프를 발등의 제1중족골과 제2중족골 

사이에서 발바닥의 5지 외전근의 외측부를 통과시켜 피부를 따라가듯이 종골 외측

부를 감싸고 아킬레스건에서 경골 전면 외측부까지 테이프를 붙였다(田中信孝, 

1997)<Fig. 1>.

  대조군에는 실험군과 동일한 제품으로 오른쪽 발등의 제4중족골 골두 부근에서 

시작하여 발바닥을 통과하여 피부를 따라가듯이 종골 내측부를 감싸고 아킬레스건 

부위에서 경골 전면부까지 테이프를 부착하였고, 왼쪽 발은 제1중족골과 제2중족

골 사이에서 시작하여 발바닥을 대각선으로 지나 종골 외측부를 감싸고 아킬레스

건에서 경골 내측부로 타고 올라가도록 테이프를 부착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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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rmally used ankle-taping method

<Fig. 2> Reversed way of normal ankle-tap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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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자세 자세 자세 자세 균형에 균형에 균형에 균형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영향 영향 분석분석분석분석

  균형은 자세 치우침과 자세 흔들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세 치우침의 분석은 시행한 상태에서 각각 1분간씩 전자식 자세 균형 측정기

(Mediance, Human-tech Inc, Korea)를 사용하여 평형감각검사를 시행하였다

<Fig. 3, 4>.

  평형감각검사를 발목테이핑 전과 후에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숙련도 증가에 따

른 균형수치 상승 등의 오차를 줄이고자 해서 피험자는 자신의 실험결과가 나오는 

화면을 일절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실시되었으며 피검자로 맨발 상태로 힘판(force plate)에 

올라서게 한 후 편안한 자세로 두 눈은 정면 15도 상방을 바라보게 하였다. 1분 

동안 측정하였으며, 측정 시간의 기록은 피검자가 발판 위에 오른 후 자세 흔들림

과 치우침이 안정되면 시작하였다. 두 발은 힘판에 그려진 지시선에 대칭이 되도록 

벌리고 서서 체중의 좌우 이동을 기록함으로써 자세 흔들림 및 치우침을 평가하였

다. 

  자세 흔들림은 신체 무게 중심의 진동으로서 정의되며 체중이동에 대한 표준편

차를 전체 체중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자세 치우침은 체중이 많이 가해진 측의 체중 누적치에서 체중이 적게 가해진 

측의 체중 누적치를 뺀 값을 전체 체중의 누적치로 나누어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따라 체중이 양측 하지에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가해진 경

우는 자세 흔들림 및 치우침 수치가 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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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Measurement of Mediance

               <Fig. 3> Mediance(Human Tech In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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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검사 검사 검사 검사 방법방법방법방법

양 발꿈치를 모으고 발끝은 5㎝ 정도 벌리고 측정대에 서서 무릎을 편 자세로 상

체를 반동을 주지 않고 최대한 굽히되, 양손을 모으고 윗몸만 굽힌다. 양팔과 손을 

뻗어서 양 손끝을 모으고 손가락을 펴서 서서히 앞으로 굽힐 때 버리는 양다리 사

이에 위치하도록 완전히 숙이며, 측정기의 활동계를 아래로 밀어내려 그 결과를 기

록한다(고기환, 1999; 유승희 등, 2000)<Fig. 5>. 

        

 <Fig. 5> Lumbar Flexi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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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실험결과의 자료처리는 PC용 SPSS 12.0 PC/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여 도표화하였고 평균차 검증을 위해서는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테이핑 전 ․ 후 자세의 치우침과 흔들림 그리고 허리의 

유연성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짝비교(paired t-test)하였고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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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전체 피검자는 총 46명(남

자 23명과 여자 23명)이고 평균 나이는 25.76세, 평균 신장은 166.64cm, 평균체

중은 59.84kg, 비만도(=현재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평균은 99.50%였다. 정상

적인 발목테이핑을 시행한 실험군은 총 25명(남자 13명과 여자 12명)이고 평균 나

이는 25.24세이었다. 실험군과 반대방향으로 발목테이핑을 적용한 대조군은 21명

(남자 10명과 여자 11명)이고 평균 나이는 26.38세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Experimental Experimental Experimental Experimental G.G.G.G.

(N=25)(N=25)(N=25)(N=25)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G.G.G.G.

(N=21)(N=21)(N=21)(N=21)

TotalTotalTotalTotal

(N=46)(N=46)(N=46)(N=46)

Mean Age 
(year, mean±sd)

 25.24±7.043  26.38±9.058  25.76±7.953

Height (cm) 166.49±8.781 166.82±8.846 166.64±8.714

weight (kg)  58.67±9.934   61.24±12.159   59.84±10.955

Obesity index (%)   97.88±11.519   101.43±12.201   99.50±11.837



- 17 -

        2. 2. 2. 2.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검정검정검정검정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인 특성 모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인 특성과 집단은 동질하

다고 할 수 있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I: Obesity index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GroupGroupGroupGroup

χ     or or or or tttt pppp
Cont.Cont.Cont.Cont. Exp.Exp.Exp.Exp.

Sex
M 10(43.5) 13(56.5)

0.088 0.767
F 11(47.8) 12(52.2)

Obesity 
index(%)

OI≤100 11(42.3) 15(57.7)
0.270 0.604

OI>100 10(50.0) 10(50.0)

Age  26.38±9.06  25.24±7.04 0.480 0.633

Height 166.82±8.85 166.49±8.78 0.125 0.901

Weight   61.24±12.16  58.67±9.93 0.788 0.435

Obesity 
index(%)  101.43±12.20   97.88±11.52 1.0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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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사전검사에서의 사전검사에서의 사전검사에서의 사전검사에서의 집단의 집단의 집단의 집단의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동질성 검정검정검정검정

  사전검사에서의 집단의 동질성 검정을 한 결과, 치우침, 흔들림, 유연성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전검사에서 집단의 치우침, 흔

들림, 유연성은 동질하다고 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Homogeneity test of pre-test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GroupGroupGroupGroup MMMM SDSDSDSD tttt pppp

Limb load
Asymmetry

Cont.  6.40 4.152
0.363 0.719

Exp.  5.88 5.401

Postural sway
Cont.  2.15 0.677

0.247 0.806
Exp.  2.09 0.955

Lumbar
Flexibility

Cont. 11.81 5.715
0.076 0.940

Ext. 11.68 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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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치우침치우침치우침치우침, , , , 흔들림흔들림흔들림흔들림, , , ,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비교비교비교비교

  테이핑 전 ․ 후의 집단에 따른 치우침, 흔들림, 유연성 차이 비교에서 유연성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세 치우침(limb load asymmetry)에서 실험군은 5.88±5.40에서 4.04±3.81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6.40±4.15에서 4.95±4.28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자세 흔들림(postural sway)에서는 실험군이 2.09±0.96에서 

2.32±1.12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2.15±0.68에서 2.25±1.02로 증가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허리 유연성(lumbar flexibility)에서는 실험

군은 11.68±5.79에서 15.44±5.75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1.81±5.72에서 

13.24±6.05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4>. 

 <Table 4>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postural sway and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 p<0.001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GroupGroupGroupGroup
PrePrePrePre PostPostPostPost

Adj. Adj. Adj. Adj. MMMM FFFF pppp
MMMM±±±±SSSSDDDD MMMM±±±±SSSSDDDD

Limb load
Asymmetry

Cont.  6.40±4.15  4.95±4.28  4.81
0.453 0.504

Exp.  5.88±5.40  4.04±3.81  4.16

Postural sway
Cont.  2.15±0.68  2.55±1.02  2.52

0.481 0.492
Exp.  2.09±0.96  2.32±1.12  2.34

Lumbar
Flexibility

Cont. 11.81±5.72 13.24±6.05 13.17
18.139   0.000

***

Exp. 11.68±5.79 15.44±5.7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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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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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Difference of postural swa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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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Difference of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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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치우침치우침치우침치우침, , , , 흔들림흔들림흔들림흔들림, , , ,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비교비교비교비교((((남자의 남자의 남자의 남자의 

경우경우경우경우))))

  남자의 경우 집단에 따른 치우침, 흔들림, 유연성의 차이 비교에서 유연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 치우침에서 실험군은 7.19±6.49에서 

4.15±4.60으로 줄어들었고 대조군은 7.01±4.23에서 4.81±4.78로 줄어들었으나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세 흔들림은 실험군에서 

2.15±1.16에서 2.31±1.13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 2.18±0.75에서 2.75±0.96

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허리 유연성에서는 실험군은 

11.85±5.79에서 14.85±5.96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0.90±5.88에서 

11.70±6.17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5>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postural sway and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Men)

 ** p<0.01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GroupGroupGroupGroup
PrePrePrePre PostPostPostPost

Adj. Adj. Adj. Adj. MMMM FFFF pppp
MMMM±±±±SSSSDDDD MMMM±±±±SSSSDDDD

Limb load
Asymmetry

Cont.  7.01±4.23  4.81±4.78  4.88
0.334 0.570

Exp.  7.19±6.49  4.15±4.60  4.11

Postural sway
Cont.  2.18±0.75  2.75±0.96  2.74

1.475 0.239
Exp.  2.15±1.16  2.31±1.13  2.32

Lumbar
Flexibility

Cont. 10.90±5.88 11.70±6.17 12.24
9.773  0.005

**

Exp. 11.85±5.79 14.85±5.9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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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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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Difference of postural swa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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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Difference of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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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치우침치우침치우침치우침, , , , 흔들림흔들림흔들림흔들림, , , ,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비교비교비교비교((((여자의 여자의 여자의 여자의 

경우경우경우경우))))

  여자의 경우 집단에 따른 치우침, 흔들림, 유연성의 차이 비교에서 유연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세 치우침에서 실험군은 4.46±3.66에서 

3.92±2.92로 줄어들었고 대조군은 5.85±4.21에서 5.08±4.01로 줄어들었으나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세 흔들림은 실험군에서 

2.02±0.72에서 2.32±1.16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 2.12±0.64에서 2.36±1.07

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허리 유연성에서는 실험군은 

11.50±6.04에서 16.08±5.70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2.64±5.71에서 

14.64±5.87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6>. 

 <Table 6>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postural sway and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Women)

 ** p<0.01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GroupGroupGroupGroup
PrePrePrePre PostPostPostPost

Adj. Adj. Adj. Adj. MMMM FFFF pppp
MMMM±±±±SSSSDDDD MMMM±±±±SSSSDDDD

Limb load
Asymmetry

Cont.  5.85±4.21  5.08±4.01  4.84
 0.241 0.629

Exp.  4.46±3.66  3.92±2.92  4.15

Postural sway
Cont.  2.12±0.64  2.36±1.07  2.32

 0.008 0.928
Exp.  2.02±0.72  2.32±1.16  2.36

Lumbar
Flexibility

Cont. 12.64±5.71 14.64±5.87 14.08
10.869 0.004

**

Exp. 11.50±6.04 16.08±5.7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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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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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Difference of postural swa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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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 Difference of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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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치우침치우침치우침치우침, , , , 흔들림흔들림흔들림흔들림, , , ,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비교비교비교비교((((비만도    비만도    비만도    비만도    

≤≤≤≤100%100%100%100%의 의 의 의 경우경우경우경우))))

  비만도(현재 체중/신장별 표준×100)가 100% 이하의 경우 집단의 치우침, 흔들

림, 유연성 차이 비교에서 유연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 치

우침에서 실험군은 5.40±6.09에서 4.96±4.39로 줄어들었고 대조군은 6.60±5.09

에서 5.79±4.89로 줄어들었으나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세 흔들림은 실험군에서 2.01±0.73에서 2.30±1.03으로 증가하였고 대

조군에서 2.28±0.79에서 2.66±1.18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연성에서는 실험군은 10.33±5.26에서 14.40±5.45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3.27±5.41에서 14.82±6.03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7>. 

<Table 7>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postural sway and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obesity index≤100%)

 ** p<0.01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GroupGroupGroupGroup
PrePrePrePre PostPostPostPost

Adj. Adj. Adj. Adj. MMMM FFFF pppp
MMMM±±±±SSSSDDDD MMMM±±±±SSSSDDDD

Limb load
Asymmetry

Cont.  6.60±5.09  5.79±4.89  5.37
0.006 0.937

Exp.  5.40±6.09  4.96±4.39  5.27

Postural sway
Cont.  2.28±0.79  2.66±1.18  2.53

0.138 0.714
Exp.  2.01±0.73  2.30±1.03  2.39

Lumbar
Flexibility

Cont. 13.27±5.41 14.82±6.03 13.11
10.274  0.004

**

Exp. 10.33±5.26 14.40±5.45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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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obesity inde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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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Difference of postural swa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obesity inde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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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7> Difference of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obesity inde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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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8.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집단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치우침치우침치우침치우침, , , , 흔들림흔들림흔들림흔들림, , , ,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유연성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비교비교비교비교((((비만도  비만도  비만도  비만도  

>100%>100%>100%>100%의 의 의 의 경우경우경우경우))))

  비만도가 100%보다 큰 경우의 집단에 따른 치우침, 흔들림, 유연성의 차이 비교

에서도 유연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세 치우침은 실험군에서 

6.60±4.37에서 2.67±2.28로 줄었고 대조군은 6.18±3.07에서 4.03±3.52로 줄어

들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세 흔들림은 실험군에

서 2.21±1.26에서 2.35±1.30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 2.01±0.53에서 

2.42±0.86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허리 유연성에서 실험

군은 13.70±6.22에서 17.00±6.11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0.20±5.88에서 

11.50±5.87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8>. 

<Table 8>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postural sway and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obesity index>100%)

 * p<0.05

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Characteristics GroupGroupGroupGroup
PrePrePrePre PostPostPostPost

Adj. Adj. Adj. Adj. MMMM FFFF pppp
MMMM±±±±SSSSDDDD MMMM±±±±SSSSDDDD

Limb load
Asymmetry

Cont.  6.18±3.07  4.03±3.52  4.09
1.300 0.270

Exp.  6.60±4.37  2.67±2.28  2.61

Postural sway
Cont.  2.01±0.53  2.42±0.86  2.48

0.211 0.652
Exp.  2.21±1.26  2.35±1.30  2.29

Lumbar
Flexibility

Cont. 10.20±5.88 11.50±5.87 13.16
6.626 0.020

*

Exp. 13.70±6.22 17.00±6.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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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8> Difference of limb load asymmetr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obesity inde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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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9> Difference of postural swa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obesity index>100%)



- 33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 전 사 후

cm

유 연 성  대 조 군 유 연 성  실 험 군

 <Fig. 20> Difference of lumbar flexibility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In case of obesity inde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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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논의 논의 논의 논의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테이핑은 비침습적(非侵襲的)이며 사용이 간편하고, 지속적 진통효과 및 약물 사

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加瀨建造, 1987) 근골격계 및 내장기의 상

호기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새로운 치료방법으로서 정형의학과 근육생리학 그리고 

척추반사학에 기초를 두고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어강, 1998). 그 중 

스파이랄 테이핑 요법은 외적신경자극요법으로 인체의  전자기적 방향성을 활용하

여 만성 통증 치료 및 기능 강화측면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이종복, 

2000), 현재 각종 스포츠 단체 및 임상에서 통증조절을 위하여 테이핑 치료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최규환과 김현태, 2001). 이러한 스파이랄 테이핑의 적용은 인

체의 기능이 균형을 조절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두 개의 다른 힘이 합쳐서 정상적

인 생활을 유지한다는데 근거하여 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며, 

인체반응점 테이핑방법은 하지 근력과 근피로 영향의 진단 및 치료부위로 사용되

어진다. 테이프를 피부에 붙이는 것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외부에서의 촉각과 압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고유감각 즉 사지 상호의 위치에 관계하는 감각과 관절의 운동에 

관계하는 감각은 근, 건, 관절에 존재하는 감각수용기에 의해 감지된다(田中信孝, 

1997). 

  관절은 인대의 고정 역할이 일차적으로 작용하며, 관절 주변의 길항근, 협력근과 

건들의 조화에 의해 매우 짧은 순간에 섬세하게 협동 작용함으로써 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김계엽 등, 1998). 

  Nichols(1997)는 균형을 고정성(steadiness), 대칭성(symmetry), 동적 안정성

(dynamic stability)의 3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 고정성은 최소한의 외적 운동으로 

자세를 유지하려는 능력으로서의 흔들림을 의미하고 대칭성은 제중지지요소 사이 

즉, 선 자세에서는 발에 분포되는 체중분포를 말하고 동적 안정성은 균형 소실 없

이 자세 내에서 움직이는 능력으로 설명했다. 또한 자세 흔들림은 자세 고정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큰 흔들림 지수는 자세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흔들림 

측정은 흔들림 영역(sway area), 흔들림 경로(sway path), 흔들림 거리의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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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root mean square)가 포함된다. 

  자세 반사에서 중심동요의 최소와는 최소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근 수축을 정

교하게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신경근에 관한 운동능력 향상으로 자세 반사 경로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반사 기능이 좋아져 운동 능력이 형성되어 자세를 취할 때나 

운동을 한 때 인간 유기체를 유지하고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Wells, 

1971). 

  본 연구에서는 테이핑 처치가 자세 균형과 허리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테이핑 전 ․ 후 정적(static level) 자세균형과 허리의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 치우침과 흔들림, 허리 구부리기(trunk flexion)를 측정하였다. 자세 치

우침 측정실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수치상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자세 흔들림 측정 실험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수치상 증가

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 

실험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군 보다 수치상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대인 등(2005)은 족부에 적용한 스파이랄 테이핑 방법에 따른 자세 균형지수

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본 연구의 실험군에 적용한 테이핑과 같은 방법으로 발

목에 테이핑을 붙이고 실험 전 ․ 후 좌우균형지수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화를 보였다고 보고해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윤나미 등(200)은 운

동성 테이핑 적용이 정상인의 요부근력 및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61명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더 유의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

고했으나 이는 테이프 적용양식과 테이프를 붙이고 측정할 때까지 유지되는 시간

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민(2006)은 발목 테이핑이 대학 운동선수의 자세조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서 테이핑을 통해 정적 안정성 지수가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하였고, 최진영(2006)은 발목과 어깨 테이핑 처치가 근력 및 자세 조절기능에 미

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운동선수들에게 발목과 어깨에 테이핑을 처치해 근력과 자세 조

절기능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정적 자세조절기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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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고 보고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결과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테이핑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반대로 

적용한 대조군 모두 허리의 유연성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가 나

타난 것은 발목관절의 골격자체에 대한 고정효과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며, 두 집단 

모두 자세 치우침이 수치적으로 개선된 것은 테이핑의 비탄성에 의한 관절고정효

과와 테이핑자극을 통한 고유수용기들의 흥분으로 휴지모터 반사가 발생하고 주변 

근육의 근수축력이 증가되어 인체의 자세균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테이핑을 적용하고 10분 정도 경과한 후에 측정된 결과이기에 일반적

인 발목 테이핑 요법의 결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험군만 아니라 대조군의 테이핑

에서도 자세 치우침이 감소하고 허리 유연성이 증가한 부분과 두 집단 모두에서 

테이핑 요법을 적용한 후에 자세 흔들림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상과 

더 긴 실험시간을 통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스파이랄 밸런스 테이핑요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위

와 방법으로 적용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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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는 스파이랄 밸런스 테이핑 방법 중에서 자세균형을 위한 발목 테이핑

을 적용해 자세 치우침과 흔들림 그리고 허리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이핑 요법 적용 전과 후 및 대조군과의 비교 실험하였다. 연구는 G시에 

소재한 G대학에서 학생들 46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25명과 대조군 21명을 선정하

여 2007년 9월 19일과 10월 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세 치우침 지수 양상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5.88±5.40, 사후 4.04±3.81, 대조군은 사전 6.40±4.15, 사후 4.95±4.28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세 흔들림 변화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2.09±0.096, 사후 2.32±1.12, 대조군은 사전 2.15±0.68, 사후 2.55±1.02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3. 실험군과 대조군의  허리의 유연성변화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11.68±5.75, 사후 15.44±5.75, 대조군은 사전 11.81±5.72, 사후 13.24±6.0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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