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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igh�intensity exercise with kinesio taping and 

Russian current stimulation on the fatigue of the quadriceps muscles. Methods 60 healthy adults(male : 18, female : 42) 

in their twenties in C University located in Busa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randomly allocated into a 

kinesio taping group (20 people), Russian current group (20 people), the control group (20 people). To induce fatigue in 

the quadriceps muscle, they performed squat exercises 100 times with kinesio taping, Russian current respectively. The 

surface EMG was used to measure quadriceps muscle fatigue index. Results After exercise, median frequenc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on vastus medialis muscle in kinesio taping group(p<0.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two group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dian frequency among the groups. Conclusion As a 

result, when the high intensity exercise was performed with the kinesio taping, there was less muscle fatigue in the vastus 

medialis muscle. Therefore, the kinesio taping application could affect on muscle fatigue during high�intensity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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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신체 활동은 피로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근육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높이거나 관절의 손

상을 가져온다.
1)
 따라서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 근육의 피로를 

지연시키거나 운동 후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근력, 지구력 및 유

연성을 증가시키고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실시하는 등 여

러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근피로는 근활성도와 관련

된 근육 수행력의 감소를 뜻하며 근피로가 유발되면 근지구력

과 운동수행력이 감소하며 통증, 부상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3)
 

따라서 근피로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흔히 키네시오 테이핑, 

맛사지, 전기자극, 스트레칭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근력을 향상 시키는 보조수단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이핑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간편한 방법으로 장애가 있

는 신체부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4)
 또한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인

대 염좌 발생 시 테이프 부착으로 인해 순발력과 근지구력과 

같은 선수의 운동 수행능력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테이핑

의 장점이다.
5)
 최근에는 테이핑이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기 위

한 단순 고정의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 치료의 한 기법으로 

임상이나 스포츠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근력

과 근 지구력 등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여러 테이핑 방법들

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6)
 

골격근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의적 

수축을 이용하는 방법과 전기 자극에 의한 수축을 이용하는 방

법이 있으며, 전기 자극에 의한 근 수축이 수의적 등척성 운동

에 의한 근 수축과 유사하게 근력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

다
.7-,8)

 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기 자극 중 신경근 전기

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은 정상 성인에

게 적용했을 때 근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하였다.
9)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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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KG

(n=20)
RG

(n=20)
CG

(n=20)

age(yrs) 22.6± 0.9 22.1± 1.3 21.4±1.6

height(cm) 163.5± 9.9 165.5± 7.9 164.9±7.5

weight(kg) 57.3±12.3 61.3±11.0 59.5±6.5

Figure 1 The attachment method of kinesio taping

(1992)
10)

에 의하면 신경근 전기자극에 사용되는 전류는 쌍점 

단상성 펄스전류(twin-spiked monophasic pulsed current), 

돌발 변조교류(burst-modulated alternative current : 러시

안 전류), 이상성 펄스전류(biphasic pulsed current) 등이 

있다고 하였다. Barbeau 등 (1998)
11)

은 신경근 전기자극이 

근력 강화, 지구력 강화, 관절운동범위의 증가, 혈류량 증진, 

운동조절 능력 촉진, 고정으로 인한 근 위축 및 약화방지와 개

선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신경근 전기 자극에 

주로 사용된 전류는 러시안 전류(Russian current)였으며, 

50%의 순환주기(duty cycle)와 50Hz 돌발변조 주파수(burst 

modulation frequency)를 발생시킬 수 있는 2,500Hz 교류

이다.
12)

Felder(1994)
13)

에 의하면 전기자극과 수의적 근 수축을 

병행하면 주로 힘(power)과 근력(strength)이 증가한다고 하

였다. 지속적으로 근 섬유의 활성이 발생하면 근피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4)

 근육의 피로는 근육의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

해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힘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장시간 

또는 과도한 활동으로 야기되는 불쾌, 능률 저하 그리고 자극

에 대한 반응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15)

 Bigland-Ritchie와 

Wood(1984)
16)

는 근 지구력과 근피로는 상반된 개념이며, 근

피로는 근력 발생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경근전기자극과 수의적 근수축을 병행하면 근력이 증가

한다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3),

 
17)

 이러한 연구 발

표에도 불구하고 신경근 전기자극과 수의적 근 수축을 병행하

였을 때 근 피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병원이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키네시오 

테이핑과, 러시안 전류자극을 적용 한 스쿼트 운동이 넙다리네

갈래근의 피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비교하여 

임상적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

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하는 C대학의 20대 건강한 성인 60명

(남성 18명,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문제가 없으며, 연구의 운동을 진행하기

에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6개월간 정형외과적 문

제가 있었던 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실험 전에 

연구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

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정

보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2. 연구 절차

연구대상자들은 키네시오 테이핑군(kinesio taping group 

(KG)), 러시안전류군(Russian current group(RG)), 대조군

(control group(CG))으로 각각 20명씩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넙다리네갈래근에 피로를 유발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는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발을 각각 60°로 벌리고 유지한 선 자세

에서 양팔은 가볍게 팔짱을 끼고 체간은 기립을 유지한 자세로 

스쿼트 100회를 시행하였다.
18)

 연구대상자들은 운동 수행 전, 

키네지오테이핑과 러시안 전류를 각각 적용한 후 운동을 실시

하였으며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없이 스쿼트 운동을 시행하였

다. 그리고 근 피로도 측정을 위해 운동 전과 후에 각각 근전

도 신호를 통해 중앙주파수를 구하였다.

3. 연구방법

(1) 키네시오 테이핑군(KG)

키네시오 테이핑군은 테이핑을 안쪽넓은근(vastus medialis, 

VM), 가쪽넓은근(vastus lateralis, VL),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RF)에 대해 적용한 후 스쿼트 운동을 100회 시행하

였으며 키네시오 테이핑은 넙다리네갈래근에 적용하는 전통적

인 Y형 테이핑 방법을 사용하였다.19-20)(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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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attachment method of Russian current

Table 2. The comparison of VL, RF, VM for pre-training and post-training in kinesio taping group

kinesio taping group Pre Post t p

vastus lateralis 50.42±10.54 51.17± 8.59 －.237 .815

rectus femoris 59.81±16.96 59.06±15.74 .292 .773

vastus medialis 46.71± 8.48 50.65± 9.48 －2.288 .034

(2) 러시안 전류군(RG)

러시안 전류군은 2개의 전극을 배치하였다. 하나의 전극은 가

쪽넓은근(VL)의 먼 쪽 부분에, 다른 하나는 안쪽넓은근(VM)의 

먼 쪽 부분에 부착하여 스쿼트 운동을 100회 시행하였다

(Figure 2). 전류는 20mA에서 25mA사이에서 조절하여 근수

축이 가장 잘 일어나는 강도로 자극하였고 단속 시간비(on-off 

ratio)는 1:2 즉, 10초 자극 후 20초 동안 휴식하도록 하였으

며 맥동기간(pulse width)은 250㎲, 맥동빈도(pulse rate)는 

50pps로 설정하였다
3)
.

(3) 대조군(CG)

대조군은 위의 조건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스쿼트 운동을 

100회 시행하였다.

(4) 근전도 측정 및 분석 방법 

근피로도 측정을 위해 근전도는 WEMG8(Laxtha, Korea)을 

사용하였으며, 근전도 측정은 스쿼트 운동 수행 전·후에 실시하

였다. 이후 원 데이터(raw data)를 분석하기 위해 telescan 

프로그램(telescan, Laxtha, Korea)을 이용하였다. 샘플링 주

파수는 1024㎐로 하였고, 이는 값을 제곱한 뒤 적분하여 제곱

근 한 RMS 값으로 계산되었으며 전자기기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10-500㎐로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ing)를 실시

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연구대상자의 정확한 최대 강도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 된 30초 중 앞·뒤 5초씩을 제외한 20초의 

데이터를 RMS 값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전극 중심 간 거

리는 2cm로 하였으며 전극 부착 부위는 측정오류의 방지를 위

해 면도 후 의료용 알코올로 깨끗이 닦은 후 안쪽넓은근(VM), 

가쪽넓은근(VL), 넙다리네갈래근(RF)에 부착하였다. 안쪽넓은

근(VM)의 전극은 무릎뼈 안쪽면 위 2 cm에 부착하였으며, 가

쪽넓은근(VL)의 전극은 넙다리뼈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무릎뼈 

가쪽 위 3-5 cm에 부착하였고, 넙다리네갈래근(RF)의 전극은 

무릎과 위앞엉덩뼈가시의 중간에 부착하였다.
21)

4. 통계 방법

통계 처리는 각 군별 중재 전·후 비교를 위해 paired t test를, 

그룹 간 비교를 위해 전후의 근피로도 차이값을 구한 다음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

III. 결 과

본 연구는 넙다리네갈래근에 적용한 테이핑과 러시안 전류자극

이 고강도 운동시 근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스쿼트 전·후 넙다리네갈래근의 근피로도에 대한 

EMG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키네시오 테이핑군에서 스쿼트 운동 전·후 근피로도의 차이

키네시오 테이핑(KG)을 적용하여 운동 전·후 중앙주파수 변화

를 측정한 결과 가쪽넓은근과 넙다리곧은근에서는 운동전과 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쪽넓은근(vastus 

medialis, VM)은 운동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Table 2).

2. 러시안 전류자극 군에서 스쿼트 운동 전·후 근피로도의 차이

러시안 전류자극(RG)를 운동 전·후 중앙주파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 가쪽넓은근, 안쪽넓은근, 넙다리곧은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05)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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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mparison of VL, RF, VM for pre-training and post-training in Russian current group

kinesio taping group Pre Post t p

vastus lateralis 56.77±15.02 57.13±13.78 －.206 .839

rectus femoris 52.66±13.30 53.98±14.58 －.450 .658

vastus medialis 48.17± 6.71 47.95± 7.93 .145 .886

Table 4. The comparison of VL, RF, VM for pre-training and post-training in Control group

kinesio taping group Pre Post t p

vastus lateralis 52.88± 9.31 50.76±10.46 .699 .492

rectus femoris 64.15±21.94 66.26±22.74 －.704 .489

vastus medialis 48.83± 9.34 48.28± 8.27 .437 .666

Table 5. The comparison of pre-pos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kinesio taping group Russian current group control group F p

vastus lateralis 0.75 0.36 －1.25 0.17 0.84

rectus femoris －0.75 1.32 2.87 0.36 0.69

vastus medialis 3.93 －0.22 －0.50 2.46 0.09

3. 대조군(CG)에서 스쿼트 운동 전·후 근피로도의 차이

대조군의 운동 전과 후의 중앙주파수 값은 가쪽넓은근, 안쪽넓

은근, 넙다리곧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4).

4. 그룹 간 운동 전과 후 차이값 비교

그룹간 비교를 위해 키네시오 테이핑군, 러시안 전류군, 대조군의 

운동 후에서 운동 전 값을 뺀 중앙주파수 차이값은 다음과 같으

며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Table 5). 

IV. 고 찰

본 연구는 키네시오 테이핑과 러시안 전류자극을 적용한 고강

도운동 시 근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고 운동 전과 후의 넙다리네갈래근의 피로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근피로도를 분석하는 여러 방법 중 근전도법은 표면 근전

도를 이용한 근피로의 분석으로 근전도 신호의 진폭을 반영한 

실효치 진폭과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에 의한 중앙주파수

(median power frequency), 평균 주파수(mean power 

frequency) 등을 피로 지수로 이용한다.
22-24)

 근피로 발현 시, 

저주파에서의 전력 증가 그리고 고주파에서의 전력 감소 또는 

저주파에 대한 고주파 비율의 감소로 인해 근육에서의 중앙 주

파수(MF)가 낮은 주파수대로 이동하게 된다.
25-27)

Binder-Macleod 등(1993)
28)

은 수의적인 근 피로와 전기 

자극에 의한 근피로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신

경근전기자극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힘으로 출력되는 자극으로 

반복수축 시 발생하는 피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기 자

극에 의한 수축력과 주파수는 피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근 피로를 더욱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고강도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중주파인 

러시안전류를 적용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나 모든 근육에서 중앙중파수값이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처치 

없이 운동을 실시한 대조군에서 운동 후 중앙중파수 값이 대체

로 낮게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러시안전류의 자극이 근 피로

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안 전류를 

활용해 근피로도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에서 정성관 등

(2010)
17)

은 건강한 성인 14명을 대상으로 넙다리네갈래근에 

최대 수의적인 등척성 수축운동 시 러시안 전류를 적용한 결

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근피로가 적게 발생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라 생각된다.

키네시오 테이핑은 테이프를 신장시켜 피부에 붙이면 피부 

아래 공간이 확장 된다. 이로 인해 림프액 및 혈액 순환을 촉

진시켜 염증 및 통증 감소, 관절가동범위 등의 회복,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9)

 또 테

이핑으로 인해 말초에 가해진 구심성 자극이 운동 겉질의 흥분

성을 증가시키고 피부 자극으로 운동 신경원의 역치가 감소되

어 운동 단위의 동원이 쉬워지면 자극 부위 아래 근육의 수축

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0)

 



 

김지원, 김현동, 신민정, 유석호, 이상열, 임예지, 최상아, 손호희 

 넙다리네갈래근 고강도 운동 시 키네시오 테이핑과 러시안 전류의 적용이 근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 25

김수현 등(2016)
14)

의 연구에서는 20대 건강한 성인 남자 

30명을 대상으로 넙다리네갈래근에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한 

후 스쿼트 운동과 트레드밀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근피로도는 유의하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박기범(2005)
30)

은 정상성인 14명을 대상으로 

하지에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하여 등속성 근 기능을 측정하

였으며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에서 운동 후 주파수 감소율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서병도(2011)
31)

의 연구에서

도 건강한 젊은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넙다리네갈래근에 키네

시오 테이핑을 적용한 후 윈게이트 검사를 통해 근파워와 근피

로를 측정하였을 때 근피로가 유의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한 후 스쿼트 운동 시 넙다

리곧은근에서는 중앙주파수 값이 감소하고 가쪽넓은근에서는 

중앙주파수 값이 증가하였으나 그 변화의 차이가 매우 적고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에 비해 안쪽넓은근에서는 중앙주파수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키네시오 테이핑의 적용으로 

말초에 가해진 구심성 자극이 운동 겉질의 흥분성을 증가시켜 

운동 단위가 쉽게 동원 되어 근육의 수축이 촉진되었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이성도(2010) 
32)

의 연구에서 1년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경력이 있는 숙련자 3명,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경력이 전혀 없는 초보자 3명을 대상으로 스쿼트 운동 시 운동

부하 증가에 따른 근 활성도와 자세변화를 보았을 때 부하의 

증가에 따라 가쪽넓은근과 안쪽넓은근의 근 활성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가쪽넓은근과 특히 안쪽넓은근의 근피로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테이핑의 적용이 근 피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이 스쿼트 운동 

시 안쪽넓은근의 근피로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첫째, 실험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

기에 대상자의 수가 부족하였으며 둘째, 스쿼트 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릎 정렬 상태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는 제한

점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운동시 러시안 전류자극과 키네시오 테

이핑이 근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스쿼트 운동을 

100회 실시한 후 근 피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한 후 운동을 했을 때 안쪽넓은근에서 유의한 근

피로의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고강도 운동시 키네시오 테이핑

을 적용 한 후 운동을 실시하면 효율적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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