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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소방 구급 업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19 구급대원의 부상은 들것으로 과체중의 환자 이송 및 구출 작업 시 급격한 힘을 사용

할 때 나타나며 환자 운반 시 몸통의 비틀림 및 체간의 굽힘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근 골격계 질환 및 부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응급구조사에서는 47%가 허리 부상의 경험을 말했으며 구급대원들의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적

인면의 중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 질환자에게 테이핑을 이용하여 실제 작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환

자 이송에 따른 허리 통증 시 통증에 따른 근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가 실시되었다.

키워드: 테이핑(taping); 근력 및 유연성(muscle strength and flexibity)

I. Introduction

소방의 119서비스 업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구급 

업무는 출동 건수가 2.389.211건으로 화재 및 구조 업무에 비해 

출동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무로 보고 되고 있다.(119 구급서비

스 통계연보, 2015).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는 작업 수행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J. W. Bahk, 

2007).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 질환자에게 테이핑을 이용하

여 실제 작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II. Preliminaries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독립 변수 테이핑의 중재이며, 종속변수는 요부통증, 

요부신전 근력, 요부의 관절범위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충북 J시 구급대원으로 대상자 선정 

시 급성 통증으로 요추부 관절 가동 범위의 장애가 심한 경우, 과거 

허리 관련 수술 경험이 없는 자로 동일 집단, 직업, 교육을 받은 자들로 

표준편차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G power effect 0.95 설정, 그의 값 

15-20명을 대상으로 중도탈락자를 고려하여 대상자수 총 15명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 

연구 대상자들은 기능성 테이프 부착 전, 후 들것을 들어 올리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Table 1.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

3. 연구 도구

1) 연구 기기

Table 2. 연구 기기

2) 연구 방법

(1) 주관적 통증평가표(Modified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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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AS)  

본 연구에서는 요통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 또는 통증 

치료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증 평가표 (Visual analogue 

scale)을 실험자의 통증 및 장애정도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 위치를 

각 설문지의 폭 10mm, 길이 100mm인 가로로 누인 막대 모양그래프 

모양으로 선호 수치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눈금을 표시하고 

허리의 통증을 측정하였다. 오른쪽 끝에는 매우 통증이 심하다 (10점)

라고 적혀 있고 통증의 정도를 O 으로 표시하게 하여 통 증을 측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대한통증학회, 

1997).

Fig. 1. 주관적 통증평가표

(2) 배근력 장치(TKK-5402) 측정방법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근력측정 장치 (TKK-5402, 

Takei,  Japan)를  사용  하였다.  배근력  측정계의  측정범위는 

20~300Kg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0.15kg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 

배근력은  상지 .하지 .배부. 요부가 포함되므로 요추 근을 중심으로 

전신 근육의 근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기기의 발판 위에 서서 

30도정도 앞으로 상체를  숙여서 쇠술의 길이로 손잡이의 높이를 

조절 하며 준비가 끝나면 기울인  상체를 전력을 다해 일으켜 세우며 

측정 한다. 이때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2번 측정한 

기록 중 최고 수치를 기록한다(김현수  2013).

(3) 좌전굴 측정방법

Fig. 2. 좌전굴 측정 자세

(4) 테이핑(키네시오) 방법

키네시오 테이프는 피부의 신장율과 유사한 135%~140%의 탄성

을  지녔으며, 약물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접착 테이프로 최적의 

인체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능성 테이프의 하나이다. 부상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를  보강하고, 근력 저하, 근육의 경련, 혈액 

,임파액 의 순환을 개선하여 부  상을 막는 효과와 이전에 부상이 

발생하였던 부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응급처치

와 재활을 돕는 기능 등 의료분야에서  도 널리 쓰이고 있다(고도일, 

2000: 어강, 2001)

Fig. 3. 테이핑 실험

(5) 신체구성 측정(InBody)

측정 장비는 InBody 370(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각 부위별  

바깥둘레, 근육둘레, 지방둘레, 체지방과  체성분을  확인하였다.

(6) 들것 들기 자세

Fig. 6. 들것 들기(1) Fig. 6-1. 들것 들기(2)

시작자세는 앉아서 요추를 바로 세운 자세이고 ,마지막 자세는 

무릎과  허리를 완전히 편 자세이다(박형기, 2009). 물건 들어올리기 

수행은 메트 로놈을 이용하여 1회당 20초의 속도를 유지하였으며 

총 5회 실시 하였다. 그 중 2회는 예행연습으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김민희, 2005). 실험 중 통증의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  하여 2015 국민체력 실태 조사에 따른 

연령별체중 측정결과 우리나라의 여 자 평균 몸무게 30-40대 초반 

표준편차 평균 56.1-57.4로 60kg 더미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들것을 

들고 내려 높도록 하였으며 들것은 선행논문의 실험장비에 근거, 

허리의 무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형 들것 (6.8kg)을 사용하였다(문명

국 , 2008).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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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between pre-taping and 

post-taping in he

1. 주관적 통증 평가 (VAS) 변화

본 연구를 통하여 구급대원들의 들것 실험 시 요통에 관련된 테이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된 VAS의 평가 점수는 테이핑의 중재 

전 1.67±0.62에서 테이핑 중재 후 0.80±0.6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2. 배근력 변화

근력 관련 실험인 배근력에서는 테이핑 중재 전 133.10kg±26.22kg

에서 테이핑 중재 후 141.60kg±24.81kg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3. 좌·전굴 변화

관절 가동범위의 실험인 좌·전굴의 결과 테이핑 중재 전 

14.62cm±4.89cm에서 중재 후 16.41cm±4.11c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p<0.05).

비모수 통계(월콕슨부소순위 검정 :대응 t-표본 검정의 비모수 

통계법)를 사용 하였으며,평균 ± 표준편차 Z 값. P를 표시 .모두 

0.05보다 작으므로 .전과 후의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요통은 대상자의 주관적 생각 즉 대상자의 주관적 통증 정도를 

올 바를게 측정하는 것은 요통 치료의 결과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요통에 관한 주관적 통증정도를 객관화하고 계량화

하려는 노력은 Huskisson(1974)이 Visual Analogue Scale(VAS) 

과 Verbal Rating Scale(VRS)을 이용하여 계량을 시도한 이후 요통의 

통증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급대원들의 

들것 실험 시 요통에 관련된 테이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된 

VAS의 평  가 점수는 테이핑의 중재 전 1.67±0.62에서 테이핑 

중재 후 0.80±0.6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5).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급성 통증과 요추부 관절 가동 범위의 장애가 심한 

경우, 과거 허리 관련 수술 경험이 없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테이핑 전, 후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였다. 119구급대원 

15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통증 평가(VAS), 배근력, 좌·전굴, 테이핑 

전과 후 근 활성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관적 통증 평가  (VAS)

본 연구를 통하여 구급대원들의 들것 실험 시 요통에 관련된 테이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된 VAS의 평가 점수는 테이핑의 중재 

전  1.67±0.62에서 테이핑 중재 후 0.80±0.6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2. 배근력

근력 관련 실험인 배근력에서는 테이핑 중재 전 133.10kg±26.22kg

에서 테이핑 중재 후 141.60kg±24.81kg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3. 좌·전굴

관절 가동범위의 실험인좌·전굴의 결과 테이핑 중재 전 

14.62cm±4.89  cm에서  중재 후 16.41cm±4.11c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p<0.05).

이상 결론을 종합해 본다면, 요통을 호소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테이핑을 이용하여 실제 작업 현장  에서 많이 사용되는 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들의 허리통증과 신전 근력  요부의 관절 범위에 테이핑요

법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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