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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an effect that taping has on %MVIC according to bodyweight half squat set
exercise.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composed of 10 male college students. Rectus femoris and erector spinae
was measured by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SPSS(version 20) was used through normalization process for
electromyography data collected before ․ after taping. And a paired t-test was used for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taping treatment, and 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 was used for comparison between sets.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fixed at .05.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shown in comparing MVIC befor
e・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applied on the rectus femoris and erector spina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was
shown in muscle strength after taping in comparing %MVIC before・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applied on the rectus
femoris and erector spina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was shown in %MVIC value in comparison between sets
before the treatment of taping applied on rectus femoris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shown in %MVIC value according
to each set before the treatment of taping applied on erector spinae.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shown in %MVIC value
according to each set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applied on erector spinae. Conclusion In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applied on rectus femoris in bodyweight half squat, the taping was efficacious, and the
efficacy of taping was shown in comparison between bodyweight half squat sets as well. The efficacy of taping was
shown in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applied on erector spinae. However, the efficacy of
taping was not shown in comparison between sets. Accordingly, a change in the muscle strength of erector spinae
requires experimental design where it is loaded with weight or the number of sets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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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많은 관절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몸통의 근육까지

I. 서론

발달시키는 적절한 운동이다.4,5)
맨몸 하프 스쿼트 운동은 하체근력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운
1,2)

스쿼트 운동은 시상면에서 허리를 세우고, 안쪽으로 무릎이

스쿼트 운동은 운동선수의 능력

모이지 않게 자세를 유지하며, 무릎이 발끝보다 더 나가지 않

향상 및 부상을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에게 있어서

게 무릎을 굽히는 자세이고, 무릎의 굽힘에 따라 패러럴 스쿼

기초체력을 제공하는 운동으로 어디에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트(40°), 하프 스쿼트(90°), 풀 스쿼트(100°)로 구분할 수 있

동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운동이다.

3)

다. 또한 스쿼트 운동은 복합관절 운동으로써 엉덩관절과 무릎

스쿼트 운동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시키고 같은 힘을

관절, 발목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오며 여러 근육들과 함께 동작

양쪽 다리에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한다. 또한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스쿼트 운동은 다양한 실시 방

스쿼트 운동은 볼기근, 넙다리네갈래근, 장딴지근에 영향을 미

법과 많은 장점을 가진 운동으로 운동 시 정확한 자세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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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6)

스쿼트 운동을 시상면에서 보았을 때 상체를 바르

II. 연구방법

게 하지 않고 구부리게 되면 허리에 무게가 전달되어 상해를
입거나, 무릎 굽힘 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 무
7,8)

릎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테이핑은 비

신축성(Spiral), 신축성(Kinesio)과 밸런스 테이핑으로 구분되
며, 최근 들어 테이핑은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들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에 상
9,10)

해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키네시오 테이핑은 1973년에 일본 의사 켄조카세 박사에
의해 개발된 테이핑 테크닉으로, 피부에 적용하는 유연한 접착
성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기존의 테이프와는 물리적 특성과는
11)

다르다.

키네시오 테이핑 방법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제한

하는 임상적 치료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테이핑의 효과로
는 첫째,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하며, 둘째, 혈액과 임파액의 순
환을 돕고, 셋째, 통증을 감소시키며, 넷째, 관절의 부정렬을
교정하고, 다섯째, 각종 스포츠 손상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을
13,14)

준다.

하프 스쿼트 동작과 테이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정태 등 은 운동사슬 유형에 따라 테이핑적용이 근육의 기능
15)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강현주 등은 탄

력 스타킹을 착용하여 스쿼트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근 활성
도가 증가 하였다고 보고했으며, 곽민서 등은 넙다리곧은근과
넙다리두갈래근에 테이핑을 부착한 후 등속성 장비를 사용한
결과 최대토크와 평균파워 수행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며 무릎
관절 운동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15-17)

및 근지구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2.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실험장비가 세팅된 D대학교 운동치료실에서 실시하
였다. 1차 실험은 테이핑 처치 전 실험으로 영양섭취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심을 동일한 열량을 섭취하기 위
해 같은 음식을 피실험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식사 후 15분 휴
식을 취했으며, 5분간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근전도를 부착하
여 근육별 MVIC를 측정하였다. 그 후 5분 간 휴식을 취하고
본 실험을 시도하였다.
실험대상자는 맨몸 하프 스쿼트 1세트 당 20회씩 3세트를
시행하였다. 세트 당 휴식은 30초, 맨몸 하프 스쿼트 시행 시
메트로놈을 설정하여 1회당 5초씩 1세트 20회, 시간은 100초
로 모든 피실험자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테이핑 처치 전․후
는 7일간 시간을 두어 테이핑 전․후의 트레이닝의 효과를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테이핑 처치 전․후 실험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

성기는 Cybex를 이용하여 탄력 테이프 적용이 근력, 근파워
18)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자 대학생 10명
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근 1년간 근골격계 상해 경험이 없고 규
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자로 일반적인 운동수행
능력에 지장이 없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대상자는 사전
에 연구 의의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실험에 동의
하였으며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오병진은 테이핑적용

3.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기구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이 근피로 물질이 낮게 나왔으며, 등속성 근력에서는 효과가
10)

있다고 보고 하였다.

위승두 등는 넙다리네갈래근의 테이핑

적용이 무릎관절의 근력, 근파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
고하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19)

Age(year)

선행연구에서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은 일반적으로 부하의

Male
(n=10)

양과 스쿼트 종류에 따라 연구가 주를 이루며 맨몸 하프 스쿼
트 동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맨몸 하프 스쿼트 운동은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체력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테이핑 처치 전․후 맨몸 하프 스쿼트
운동 반복세트를 통해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근력의 변
화를 통해 테이핑의 효과 및 근피로를 유발하지 않는 적당한
운동세트를 규명하여 일반인들의 맨몸 하프 스쿼트 운동에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3.10±2.65

a

Height(cm)

Weight(kg)

175.70±4.96

69.90±7.81

a

mean±SD

Table 2. Measuring devices
Measuring
devices

model

Production
Company

use

Wireless
surface EMG

NORA-XON
EMG

Telemyo
clinical DTS

EMG
measurements

Kinesio
Taping

Kinesiology
3NS Tape

3NS

Treatment
taping

Computer

sens R540

Samsun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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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항목
본 연구에서는 테이핑의 처치 전․후에 따른 근활성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1) 테이핑 처치 전, 맨몸 하프 스쿼트 실시 후,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MVIC 측정
2) 테이핑 처치 전, 맨몸 하프 스쿼트 실시 후,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MVIC 측정
3) 테이핑 처치 후, 맨몸 하프 스쿼트 실시 후,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MVIC 측정
4) 테이핑 처치 후, 맨몸 하프 스쿼트 실시 후,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MVIC 측정

2) 근전도 센서부착 및 키네시오 테이핑 부착
(1) 근전도 센서부착

근전도 측정은 양질의 근전도 자료를 얻기 위해 면도기를 사용
하여 피부 외피층의 털을 제거하는 사전작업을 각 실험 대상자
에게 실시하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을 세척하였다.
피 실험자의 오른쪽 하지근의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과 오른쪽 허리의 척추세움근
(Erector Spinae)에 2개의 EMG 센서를 부착하였다.
근전도 전극부착은 동일한 실험자가 실시하여 전극부착 부
위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5. 측정 방법
1) 스트레칭
맨몸 하프 스쿼트 실시 전 부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동적스트
레칭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칭은 (a)에서 (f)까지 6가지 하체 스
트레칭 동작을 5분간 실시하였다(Figure1).

(a)

2) 키네시오 테이핑 부착

넙다리곧은근에 키네시오 테이핑 부착은 우선 넙다리곧은근을
이완한 상태에서 넙다리곧은근 전면 앞아래엉덩뼈가시(ASIS)
바로 아래에서 붙여 내려와 무릎뼈 위까지 부착하였다.
척추세움근 테이핑 적용방법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

(b)

(d)

(c)

(e)

(f)

Figure 1. The lower extremity stretching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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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방법
1) 근전도 신호처리방법
근전도 기기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근전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근전도 신호의 표본추출은 1,000Hz로 하였다. 중복된 파형은
80-250Hz 대역 통과 필터(band pass filter)fh 필터링 처리
하였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60Hz 노치필터(notch filter)
를 사용하였다. 각 근육이 수축한 시간동안 수집된 신호 값은
RMS(root mean square)로 처리한 후 평균 근전도 신호량을
%MVIC로 사용하였다.

Figure 2. The taping and electrode attachment of the
Erector spinae(ES), Rectus femoris(RF)

에서 양쪽 T7 가로돌기 바로 아래에서 붙여 내려와 뒤 위뒤엉
덩뼈가시(PSIS)까지 부착하였다(그림 2).
3) MVIC 측정

개인별 근력의 차이로 인한 자료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
터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력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값을
이용하여 정량화(normalization) 하였다. 넙다리곧은근은 피
실험자가 검사대에 걸터앉아 있고 실험자는 근육에 압박이 가
해지지 않도록 몸쪽 넙다리뼈와 골반 사이를 고정하고 발목관
절 위쪽에 저항을 주었다. 척추세움근은 피 실험자가 검사대에
엎드린 자세에서 양팔을 머리 뒤로 옮긴 후, 보조자는 하지의
힘이 들어가지 않게 고정하고 척추 위쪽에 저항을 주었다. 측
정은 피 실험자 당 3회씩 실시하였고, 휴식시간은 1회 후 5분
씩 쉬는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3회 값 평균치를 MVIC로 사용
하였다
4) 맨몸 하프 스쿼트

(1)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 시 발의 넓이는 피 실험자의 골반
넓이로 하였고, 발목 각도는 Toe out 15°로 하였다.
(2)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 가동범위는 엉덩관절의 높이와 무릎
관절의 높이가 동일해지는 지점까지 굴곡하여 신전하였다.
(3)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 간에 시선에 따라 변인들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선의 처리는 정면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4) 맨몸 하프 스쿼트를 실시하는 속도는 1회당 5초로 맞춘 메
트로놈을 사용하였다.
(5) 표면전극의 부착과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 시 구간설정을
용이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자의 하의는 반바지를 착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6) 맨몸 하프 스쿼트 개수는 1세트 당 100초간 3세트를 실시
하였다. 1세트 당 휴식시간은 30초로 하였다.

2) 통계처리

이 연구에서는 테이핑 부착 유무에 따라 맨몸 하프 스쿼트 운
동 반복 세트 시 근전도 자료를 NORAXON사의 TeleMyo
2400T G2을 통하여 얻은 후 SPSS Ver.2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테이핑 부착 유무에 따라서는 대응표본 t-검정
(paired samples t-test)을 맨몸 하프 스쿼트 반복 세트분석
은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확률은 p<.05로 설
정하였다.

III. 결 과
20대 남자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테이핑 처치 전․후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에 따른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 근력 변
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테이핑 처치 전·후 MVIC 비교
테이핑 처치 전․후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MVIC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넙다리곧은근의 MVIC는 테이핑 처치 전 536.90±12.04,
테이핑 처치 후 551.00±14.07으로 테이핑 처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척추세움근의 MVIC는 테이핑 처치 전 545.10±15.07, 테
이핑 처치 후 562.60±13.53으로 테이핑 처치 유무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Table 3. The comparisons of MVIC values before and
(unit: ㎶)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Rectus Femoris
Erector Spinae
536.90±12.04

a

545.10±15.07

Taping

551.00±14.07

a

562.60±13.53

t

－.910

no Taping

a

*p<.05;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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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MVIC는 다음과 같다.
테이핑 처치 전 넙다리곧은근의 1세트 17.25±1.47, 2세트
17.46±1.43, 3세트 19.87±2.01로 세트별 반복측정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반복측정 세트별 비교에
서 2세트에서 3세트로 반복 측정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MVIC값이 증가하였다(p<.05)(Figure 3).

2. 테이핑 전·후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에 따른 %MVIC 비교
넙다리곧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1,2,3세트의 테이핑 처치 전
과 테이핑 처치 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Table 4). 척추세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1,2,3세트의 테이핑 처치 전과 테이핑 처치 후를 비교한 결과
%MVIC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Table 4).

4. 테이핑 처치 전 척추세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에 따
른 %MVIC 변화
테이핑 처치 전 척추세움근의 1세트 37.96±7.69, 2세트
36.56±7.70, 3세트 36.48±7.63로 세트별 반복측정 값이 통계

3. 테이핑 처치 전 넙다리곧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에
따른 %MVIC 변화
테이핑 처치 전 넙다리곧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 반복에

Figure 3. The comparison of Rectus femoris %MVIC between bodyweight half squat set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Table 4. The comparison of %MVIC between bodyweight half squat set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Rectus Femoris
1set

Erector Spinae (Mean ± SE)

2set

3set

a

a

17.46±1.43

a

a

19.87±2.01

a
a

No Taping

17.25±1.47

Taping

11.29±1.60

12.56±1.83

14.16±2.17

3.652**

2.515*

2.326*

t

1set

2set

3set

37.96±7.69

a

36.56±7.70

18.47±4.02

a

4.195**

a

36.48±7.63

a

17.46±3.19

a

17.44±2.89

3.798**

3.644**

a

a

*p＜.05; ** p＜.01; mean±SD

Table 5. The comparison of Rectus femoris %MVIC between bodyweight half squat set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Rectus Femoris

No Taping

Wilks’s lambda

1set

2set

3set

F

17.25±1.47

17.46±1.43

19.87±2.01

6.080*

*p＜.05

Table 6. The change of Erector spinae %MVIC between bodyweight half squat sets before the treatment of taping
Erector Spinae

No Taping

Wilks’s lambda

1set

2set

3set

F

37.96±7.69

36.56±7.70

36.48±7.63

1.46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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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6). 반
복측정 세트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Figure 4).

IV. 고 찰
맨몸 하프 스쿼트 운동과 테이핑은 운동선수의 능력 향상 및
부상을 예방하며, 일반인들의 기초체력과 상해예방에 많이 사
9,10,20-22)
용하고 있다.
.
본 연구는 B광역시에 거주하고 상해 경험이 없는 20대 남
자 대학생 10명으로 선정하였다. 근육의 활성도 측정부위는 오
른쪽 넙다리네갈래근과 척추세움근 총 2부위로 설정하여 테이
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맨몸 하프 스쿼트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에서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테이핑 처치 전․후에 따라 MVIC를 측정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범철(2009)
은 Isomed 2000을 사용하여 위팔두갈래근과 넙다리네갈래근
의 테이핑 처치 전․후에 따라 MVIC를 측정한 결과 테이핑 후
최대근력이 증가하였고, 김종진은 Cybex를 사용하여 넙다리네
갈래근과 넙다리두갈래근의 테이핑 처치 전․후에 따라 MVIC
23)
를 측정한 결과 최대근력이 증가하였다.
김인영은
Biofeedback Motor Control를 사용하여 어깨세모근과 넙다
리네갈래근의 테이핑 처치 전․후에 따라 MVIC를 측정한 결
24)
과 테이핑 후 최대근력이 증가하였다.

5. 테이핑 처치 후 넙다리곧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에
따른 %MVIC 변화
테이핑 처치 후 넙다리곧은근의 1세트 11.29±1.60, 2세트
12.56±1.83, 3세트 14.16±2.17로 세트 별 반복측정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7). 세트별로 비교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Figure 3).
6. 테이핑 처치 후 척추세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에 따
른 %MVIC 변화
테이핑 처치 후 척추세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 반복에
따른 %MVIC는 (표 8)과 같다. 테이핑 처치 후 척추세움근의
1세트 18.47±4.02, 2세트 17.46±3.19, 3세트 17.44±2.89로
세트별 반복측정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반복측정 세트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Figure 4).

Figure 4. The comparison of Erector spinae %MVIC between bodyweight half squat set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Table 7. The change of Rectus femoris %MVIC between bodyweight half squat sets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Rectus Femoris

Taping

Wilks’s lambda

1set

2set

3set

F

11.29±1.60

12.56±1.83

14.16±2.17

3.137

*p＜.05

Table 8. The changes Erector spinae %MVIC between bodyweight half squat sets after the treatment of taping
Erector Spinae

Taping

18.47±4.02

Wilks’s lambda

1set

2set

3set

17.46±3.19

17.44±2.89

.93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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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는 테이핑 처치 전․후에 따라 MVIC를 측정한
결과 테이핑 후 최대 근력이 증가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테이
핑 처치 후 MVIC 값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MVIC 측정 시
등속성 기구를 사용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람의 힘을 이용해
저항을 주었고, 또한 테이핑 처치 전․후 실험기간 1주일 동안
실험대상자의 생활습관과 개인의 미세한 컨디션 상태를 통제하
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쳐 선행연구와 차이가 난다고 사료된
다. MVIC값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도수적용보다는 기계적
힘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 세트별 테이핑 전․후 %MVIC 비교에
서는 테이핑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넙다리곧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1세트 테이핑 처치 전
17.25±1.47 처치 후 11.29±1.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맨몸 하프 스쿼트 2세트 테이핑 처치 전
17.46±1.43 처치 후 12.56±1.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맨몸 하프 스쿼트 3세트 테이핑 처치 전
19.87±2.01 처치 후 14.16±2.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척추세움근의 맨몸 하프 스쿼트 1세트 테이
핑 처치 전 37.96±7.69 처치 후 18.47±4.02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척추세움근의 2세트 테이핑 처
치 전 36.56±7.70 처치 후 17.46±3.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척추세움근의 3세트 테이핑 처치 전
36.48±7.63 처치 후 7.44±2.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두 근육에서 테이핑 후 %MVIC값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피부를 통하여 표피와 고유수용성을 자극하여
근 긴장도를 억제시켜 근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시 근육 동원이 감소하여 테이핑의 효과가 근육의
11)
효율성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최광진은 테이핑 처치 전․후에 따라 1층에서 5층 계단 오
르기 실시 후 넙다리곧은근의 근력 감소에 테이핑이 영향을 미
25)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익근은 넙다리네갈래근에 테이핑
처치 전․후에 따라 키네시오 테이핑이 단시간의 근피로 운동
을 시행하여 넙다리네갈래근의 저하된 근력을 회복시키는데 효
11)
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승철은 어깨관절과 팔꿉관절의 키네시오 테이핑 처치
전․후에 따라 Cybex를 사용한 결과 테이핑 후 평균 파워가
26)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테이핑의 효과는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하며, 혈액과
임파액의 순환을 돕고, 각종 스포츠 손상의 예방과 회복에 도
12,27)
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넙다리곧은근의 테이핑 처치 전 세트에 따라
통계적으로 %MVIC 값이 증가하였다. 2세트에서 3세트까지의
%MVIC의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게 되어 이 시점부터 근육의

동원이 증가하여 근육의 피로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징조라 사
료된다.
테이핑 처치 후에는 세트 간 근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박정태는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이
허리 및 무릎관절 굽힘, 폄의 넙다리곧은근, 척추세움근 근피로
도 실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가 유사한
27)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 시 3세트까지
는 근육의 피로를 느끼는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 테이핑 처치
전․후의 큰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테이핑의 효
과임을 나타내었다.
이성도는 1RM을 측정한 후 1RM의 60%, 70%, 80%,
90%까지 맨몸 하프 스쿼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을 때 넙다
리네갈래근과 척추세움근에서 가장 큰 근 부하율을 나타냈다고
28)
하였다. 현대산은 바벨을 들고 다리의 스탠스 각도 변화에
따른 0°, 15°, 45° 구간에서 각도 별 하지 근육의 활동과 척추
6)
세움근 근육 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 테이핑 처치 전․후 비교에서 넙다리곧
은근과 척추세움근에서 테이핑 처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
력 감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테이핑의 효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에서 넙다리곧은근 테이핑 처치 전
세트에 따라 근력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지만 테이핑 처치 후
에는 세트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
은 테이핑의 효과로 맨몸 하프 스쿼트 시 테이핑 처치에서는 1
세트 20회 3세트까지는 피로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맨몸 하프 스쿼트 동작에서 척추세움근은 테이핑 처치 전․
후 세트 간 근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중량에 따른 척추 근력 분석이 주를 이루어 선행
연구와 비교가 쉽지 않지만 척추의 근력변화는 맨몸 하프 스쿼
트 동작에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척추세움
근 근력분석을 통해 척추의 근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
량부하 또는 세트수를 증가하여 실험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테이핑이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운동에 따라
%MVIC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넙다리곧은근과 척추
세움근의 테이핑 처치 전․후로 나누어 각 세트별로 %MVIC
를 측정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테이핑의 처치 전․후 MVIC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넙다리곧은근과 척추세움근의 테이핑 처치 전․후 %MVIC
비교에서 테이핑 후 근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
났다.
3. 넙다리곧은근의 테이핑 처치 전의 세트 간 비교에서 통계적
으로 %MVIC값이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테이핑 처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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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트 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MVIC값이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척추세움근의 테이핑 처치 전․후 모두 세트
에 따라 통계적으로 %MVIC값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2.
13.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맨몸 하프 스쿼트에서 넙다리곧
은근의 테이핑 처치 전․후 비교에서 테이핑이 효과가 있으며
맨몸 하프 스쿼트 세트 간 비교에서도 테이핑의 효과가 나타
났다.
척추세움근은 테이핑 처지 전․후 비교에서는 테이핑의 효
과가 나타났지만, 세트 간 비교에서는 테이핑의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아 척추세움근의 근력변화는 중량을 부하하거나 세트수를
증가하는 실험설계가 요구된다.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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