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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aping therapy and abdominal belt through 
the one leg standing on balance ability. Th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value for studying of relative between 

balance ability and low back pain.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recruited 20 students at D college 
in D community, they were performed one leg standing after attached tape and wearing abdominal belt 

respectively. The program of diagnosis in postural balance training system (I Balance, Cybermedic Co., 
Korea) was used to evaluate of balance and performed three times. The effect values were used mean value of 

that and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version 12 statistical software (IBM Co., Armonk, NY, 
USA) used in performance of all statistical analys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0.05. Results The mean 

value of one leg standing balance in taping group was better than abdominal belt group. The values of COG 
and dynamic perturbation were significant lower in taping group than abdominal belt group. Conclusion The 

taping therapy and abdominal belt was effected in trunk stability and taping therapy was more effected on 
balance ability, COG and angular speed during one leg standing than abdominal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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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성인들이 겪는 질환 중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인 요통은 직장인들이 결근을 하거나 조퇴하는 가장 많은 원

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

1) 

요통의 원인인 허리부 근력 약화 및 손상은 자세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생리적 기전을 방해할 수 있어 2) 균

형 조절 능력의 감소 및 장애 3) 4)를 가져오고 요통으로 인한 균형능력이 감소되면 자세동요와 편측으로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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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하는 자세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또한 체중심의 이동하는 능력과 위치를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불안정한 자세조절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5)

균형은 넘어짐 없이 체중을 지지한 자세에서 움직일 수 있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6)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몸 전체의 긴장도를 수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균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안정성의 제한, 근골격계의 부조화, 가동성의 저하를 포함하는 근골격계 요인과 감각처리 기능의

저하, 운동출력 기능의 저하를 포함하는 신경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7)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보완요법의 하나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척추교정술, 마사지, 수지침, 요가 명

상, 단전, 테이핑요법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91.7%에서 보완요법을 경

험했다고 보고되고 있다.8) 특히 치료 도구인 테이핑이 최근 들어 물리치료사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9), 서구를 중심으로 약물, 주사, 수술 요법보다는 자연 대체의학, 보완 대체 의학 분야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테이핑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10) 그리고 허리복대 또한 안정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상에

서 활용되고 있으며 간편하게 허리에 착용함으로써, 허리의 안정성 향상과 균형능력 증진 및 허리질환과 관

련된 증상에서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11)

테이핑요법은 일반적으로 협력근과 길항근의 과활동성억제, 비활성화된 협력근의 촉진, 고유수용감각 자극

의 증진, 관절 정렬의 최적화, 과민한신경 조직에 대한 부하 감소, 그리고 통증 경감을 위하여 적용되고 있

으며. 자세균형을 조절하고 평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테이핑 요법이 사용되고 있다.12)

허리복대는 아랫배와 허리엉치뼈 뒷면을 비 탄력성 밴드로 감싸듯이 고정시키는 것으로, 허리 내압을 높여

신체의 무게를 지지해주거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허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쓰임새다. 특히, 아랫배의 내

압, 허리 엉치뼈 근막의 긴장감 및 엉치엉덩관절의 안정성을 강화시켜 척추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13) 또한, 허리복대는 일상생활 동작 중에도 지속적으로 척추에 안정화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허리복대와 테이핑의 간편성과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몸통 안정화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한정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육의 불균형, 불안정한 관절과 신경조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테이핑요법과, 일상생활동작 중에 지속적으로 안정화 효과를 유도하는 허리복대를 통해 한발

서기 동작 수행 시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균형능력과 요통과의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건강한 20 대 성인 중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한 20 명(남자 10 명, 여자 1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독립적으로 걷거나 이

동하는 것이 가능한 참여자와 인지적인 문제가 있어 연구자의 지시나 의도를 이해지 못하는 실험자를 제외

하였다. 

2.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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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 테이프

본 연구에 사용된 탄력테이프(키네시오 3NS 테입,, ㈜테이핑솔루션스, 대한민국, 2016)는 탄력이 있는 천

에 접착 처리한 테이프로 약물 처리가 전혀 없으며 수수한 테이프의 탄력성과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효과를

발의하는 테이프로 넓이 5cm 의 한국형 BB tape 를 사용하였다. 테이핑요법에 적용된 근육은 넓은등근, 척

추세움근, 어깨세모근 아래섬유, 배바깥빗근이다(Figure1). 

2) 허리 복대

본 연구에 사용된 허리 복대(Ezrap, (주)닥터서플라이, 대한민국, 2016)는 에서 만들어지진 제품으로 신축

성이 있고 폴리에스테르의 재질로 만들어진 medium size 을 사용하였다. 

복대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측정마다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Figure2).

3) 균형능력 측정 장비 

자세균형 훈련 시스템(I Balance, Cybermedic Co., Korea)의 ‘진단프로그램 0’을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

은 4 개의 로드셀(load cell)을 이용하여 신체 동요에 따른 압력 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자세균형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막대그래프 값은 초당 움직이는 각도를 의미하며 평가

중에 COG 정렬상의 노란색 공의 흔들리는 정도를 각속도라는 단위이다. 몸통의 안정화와 균형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한발서기 시 몸의 흔들림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며, 막대그래프가 낮을수록 몸통의 안정화와 균

형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3. 측정방법

일반적인 측정 자세는 오른발로 지지하고, 시각차단 후 손과 팔은 몸통을 감싸며 한발서기를 수행하였다.

참가자 중 오른쪽 발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로 하여 통제를 하였다. 20 명의 동일한 실험자들에게 하루씩

간격을 두어 실험하였다. 첫째날은 한발서기, 둘째날은 테이핑 부착 후 한발서기, 셋째날은 복대를 착용한

후 한발서기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균형능력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균형능력을 측정

하였다. 각각의 값은 3 회씩 측정하여 평균을 통계처리 하였다. 

1) 편평한 바닥에서 균형능력 측정

대조군과 테이핑을 붙인 군, 몸통에 복대를 착용군 총 3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Figure3)

(Figure4)(Figur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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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uscle of taping Figure 2. Lower trunk belt

Figure 3. One leg 
standing on flat 
surface-side

Figure 4. Tape 
attachment-side

Figure 5. Wearing 
abdom-inal belt 



2) 균형능력 장비의 측정

균형능력 측정 장비에 올라가서 세 그룹별로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Figure6)(Figure7)(Figure8).

4. 

분

석

방

법

본

연

구

에

서

는 SPSS WIN Ver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 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세 그룹별 10 초간 3번씩

실시한 한발서기 COG값과 한발서기 유지시간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또한 각 조건별 자세

균형 향상도의 변화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Friedman test 를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을 위해 Wilcoxon

test 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이다. 

III. 연구결과

1) 한발서기 균형 값

편평한 바닥에서 시각 차단 후 한발서기 수행 시 측정된 평균 초 값은 대조군  25.8±22.8 초,복대착용군

41.5±36.7 초,  테이핑 부착군 평균 81.1±68.9 초로 테이핑 부착군이 한발서기지지 시간이 가장 길었으

며, 다음으로 복대착용군이였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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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ne leg 
standing on 
equipment

Figure 7. Tape 
attachment on 
equipment

Figure 8. Wearing 
abdo-minal belt on 
equipment



Table1. One leg standing on flat surface

mean±SD Frideman Wilcoxon

Control Taping Belt χ2 ρ post-hoc

Time

(sec)
25.8±22.8* 81.1±68.9* 41.55±36.7* 13.3 0.001* Control>Belt>Taping

*p<0.05 

2) COG 변화 값

균형능력 측정 장비로 시각차단 후 한발서기를 통해 얻은 COG값은 대조군 56.31±40.03, 테이핑 부착군

41.28±38.02, 복대착용군 50.31±38.92 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BOS 안에서 흔들리는 COG 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한발서기 시 몸통의 많은 움직임이 발생한 것이다. 3 그룹 중 테이핑의

COG값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table2).

Table2. Comparison of COG and balance ability with eye closed

mean±SD Frideman Wilcoxon

Control Taping Belt χ2 ρ post-hoc

COG 56.3±40.0 41.3±38.0 50.31±38.9 13.3 0.001* Control>Belt>Taping

*p<0.05 

3) 균형능력 장비 동적 흔들림 결과 

막대그래프 값은 초당 움직이는 각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막대그래프가 낮을수록 몸통의 안정화와 균형능력

이 향상 된 것 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 4.663, 테이핑 부착군 2.337, 복대착용군 3.546 으

로 테이핑 시 신체 분절의 움직임 각도 값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figur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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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results of dynamic 
perturbation



IV. 고찰

본 연구는 테이핑요법과, 허리복대를 통해 한발서기 동작 수행 시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대전지역 20 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발서기의 균형 능력을 평가하였다. 

근력은 몸통의 안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구조물로 근육군의 운동성과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신경

계와 근육계의 협응과 균형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균형이 좋을수록 자세 유지에 좋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김수형 15)은 만성허리통증 환자에게 적용한 테이핑이 허리의 폄 근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으며, 장범철 16)은 허리근육의 약화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키네시오 테이핑요법을 적용한 결과 허리

관절의 앞쪽 굽힘과 가쪽 굽힘의 가동범위를 증가시켰고, 오랫동안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특정 직업군인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척추세움근에 테이핑을 적용한 실험에도 유연성이 증가하였다.17) 이는 테이핑

요법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유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테이핑을 통한 근력 향상과 유연성의 증진이 몸통 안정화를 비롯한 균형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는 본 연

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허리 근육을 지지하기 위해 보강장비를 착용한 연구에서는 척추세움근에 근활성도가 감소하였고, 바깥빗근

과 배곧은근에서 활성도의 증가를 보였다.16) 또한 정기용등 18)은 한발서기 시 테이핑이 몸통안정화에 미치

는 근활성도 분석 연구 결과에서도 바깥빗근,  허리네모근,  큰볼기근,  작은볼기근에 테이핑 후 근활성도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안정화 테이핑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와 근육에 부착된 테이프의 압박, 당겨짐, 늘어

짐 등의 역학적 자극에 따른 생리적 반사의 효과를 통한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 시켰다.19) 이는 테이핑이 일

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근력향상과 가동범위 증가 및 유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테이핑을 통한 근력 향상과 유연성 증진이 허리의 근력증가와 균

형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테이핑 적용군이 편평한 바닥에서 한발서기 측정값

과 균형능력 측정 장비로 시각차단 후 한발서기를 통해 얻은 COG값이 다른 2군에 비하여 향상된 것은 테

이핑요법이 균형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지은등 20)은 허리복대는 임상적으로 엉치엉덩관절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허리복대 사용이 효

과가 있었으며, 허리복대의 착용 전, 후 정적균형검사와 동적균형검사에서 한발서기검사, 흔들림 균형검사

(Y 균형 검사)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보였고, 균형 과실 점수 시스템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다. 

장현정 21)등은 허리복대를 착용하여 흔들림 균형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배속빗근과 뭇갈래근의 근활성도 변

화율은 허리복대를 착용했을 때보다 감소하였다. 박형기와 김택훈 22)은 허리복대의 착용 후 물건 들기 시 척

추사이에 가해지는 내부 압력을 감소시켜 척추세움근의 활동전위가 유의하게 감소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허리복대가 한발서기 시 몸통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근활성도의 감소와 함께 운동 형

상학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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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지역  20 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테이핑요법과, 허리복대를 통해 한발서기 동작 수행

시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한발서기 수행 시 균형유지 시간 측정 및 균형능력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얻은 균형 활성도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테이핑과 허리복대가 한발서기 시 몸통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테이핑이 허리복대 보다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 한발서기를 할 수 있었고,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COG

값과 동적움직임 각속도 값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몸통안정화 운동 시 테이핑을 함께 적용하기를

추천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기간이 짧아 테이핑과 복대의 적용시간에 한계가 있었고, 대상자의 수가 20 명밖

에 되지 않아 적은 표본으로 연구했다는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향후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충분한 연구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연

구에서는 몸통안정화에 대한 슬링, 짐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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