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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vel of positive influence on the pain and the grip-

ping power in patients with tennis elbow by comparing the TENS treatment method and the kinesio taping ther-

apy with good accessibility among the kinesio taping therapy and electrical therapy. Methods : Targeting the pa-

tients diagnosed with tennis elbow,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in groups of four, each of electrical therapy

group and kinesio tape therapy group where the degree of pain reduction through VA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of each group and the measurement of the degree of gripping power increase using the gripping power

measurement tool as well as the pain reduction changes and gripping power increase before and after the treat-

ment betwee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Result : As a result, the electrical therapy group and the kinesio

tape group were able to obtain the results of pain reduction and gripping power increase through VA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but for all pain reduction and gripping power increase, it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p .05). In addition, in the changes of pain reduction and changes of gripping power increase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lectrical therapy group and

the kinesio tape group(p .05).＞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so far, it is thought that the kinesio taping

therapy can positively influence the pain reduction of patients with tennis elbow and increase of gripp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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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테니스 엘보는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팔꿉,

에서 위팔뼈의 위관절융기에서 시작되는 위팔노근

과 긴노손가락폄근(brachioradialis) (extensor carpi radia-

그리고 짧은노손가락폄근lis longus), (extensor carpi ra-

부위에서 근육염 및 섬유소염 힘줄의 당dialis brevis) ,

겨짐 뼈막염 퇴행성힘줄염 등을 동반한 것으로 아래, ,

팔과 손목에 관절가동범위와 악력에 약화를 초래하는

질환이다박지환 등 또한 팔꿉 관절의 통증과( , 2007).

근력 약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환자들은

많은 불편을 경험한다이윤환( , 2003).

테니스 엘보는 손목 관절을 폄하려 할 때 근육들의

과도한 긴장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변으로 특히 팔꿉

관절 주위 근육에 무리한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무거운 라켓을 사용하는 테

니스 선수 등에 있어서 많이 발생한다민경옥 등( ,

일반인에게서의 테니스 엘보 발생률은 테니스1995).

와 관련 있는 경우는 정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5%

테니스와 관련 없이 발생한다 와(Conard Hooper, 1973).

테니스 엘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투약 스, ,

테로이드 국소주사 휴식 고정 및 침 물리치료 등의, , ,

방법이 있다 그 중 물리치료 방법에서는 통증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온열치료 레이저치료 심부횡, , , ,

마찰마사지 신장운동 근력강화운동 관절가동운동, , , ,

도수조작 근막이완법 키네시오 테이핑(manipulation), ,

요법 등이 있다 와 와(Behrens Michlovitz, 1996; Kisner

Colby, 2002).

다양한 치료적 방법 중 임상에서 경피신경자극치료

기 는(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전기치료 가운데 테니스 엘보 치료법으로 자주 사용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도 적용 했을 때 통

증억제와 악력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재형.( ,

이윤환 그러나 의 적용을 위해서는1995; , 2003). TENS

병원의 내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반 생활

속에서의 접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배움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 중 하나가 키네시오 테이

핑 요법이 아닐까 한다.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은 탄력 테이핑으로 가세겐조

의 의해 개발되었으며 근육위의 피부에 테이프를 부

착시킴으로 근육의 긴장 을 촉진 또는 억제시(tension)

켜 역학적인 자극에 따른 근 활성화와 통증에 사용된

다이종복 또한 근골격계 질환에 다양하게 사( , 1999).

용되어지고 있으며 테니스 엘보 환자에게도 자주 적

용되어 지며 임상적 사례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효과,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일 뿐만 아니( , 1999).

라 키네시오 테이핑요법은 적용 시 부작용이 적으며

피부에 붙이고 있는 동안에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이상호(

등, 1999).

그러나 키네시오 테이핑요법을 적용한 테니스 엘보

개선을 위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관련 연구는 미미

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과 전기치료 방법 중 을 이용한 치료 방법TENS

을 비교하여 접근성이 좋은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이

에 비하여 테니스 엘보 환자의 통증과 악력에TENS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Ⅱ

연구대상자1.

본 연구는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에 내원하여테니L

스 엘보라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외래 환자들

중에서 실험에 참가하기에 동의한 명과 테니스 엘보4

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통증과 악력에 어려움은 보이지

만 현재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기도 소

재한 대학 학부모님 중 실험에 참가하기에 동의한D 4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이.

며 연령 분포는 대이다 전기치료 적용군의 평, 40 50 .∼

균 연령은 세 평균 신장은 평균 체중46.25 , 169.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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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며 테이핑 요법 적용군의 평균 연령은78.10kg ,

세 평균 신장은 평균 체중은 이48.98 , 171.87cm, 75.79kg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표. ( 1).

연구절차2.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2012 10 8 11 2

일까지 주간 실시하였다 전기치료 적용군은 경기도4 .

병원에 내원하여 테니스 엘보의 진단을 받고 물리L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급성 테니스 엘보가 있는

자 다른 특정질환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만성통증환,

자 명을 대상으로 하고 테이핑 요법 적용군은 테니4 ,

스 엘보 진단을 받고 현재 다른 치료적 방법을 적용하

지 않는 통증과 악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성

통증환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4 .

전기치료의 중재방법으로는 전기치료 적용 전 온습

포 분을 실시하고 전기자극 또한 분씩 주20 , TENS 20

회 적용하였다 의 적용방법으로는 선행연구3 . TENS

이윤환 에서 통증과 악력에서 유의한 변화를( , 2003)

보인 고빈도 저강도로 자극을 주었으며 자극부위는－

아래팔의 바깥쪽 위관절융기에 치료를 실시했다.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 적용 방법1)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 적용은 테니스 엘보 진단을

받고 현재 다른 치료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대

상자 모두에게 키네시오 테이프를 이용하여 손목을

폄시키는 근육 방향으로 손목부터 팔꿉관절까지 근육

을 늘린 상태에서 차 테이핑을 실시하였고 차 테이1 , 2

핑 적용은 차 테이핑 대각으로 보강테이핑을 실시하1

였다고도일 키네시오 테이프 적용 기간은 주( , 1999). 1

회 적용하였고 일에 회씩 테이프를 교체하고 일요3 , 2 1

일은 쉬도록 하였으며 주간 적용하였다4 .

측정방법3.

본 연구에서는 통증과 악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와 장악력계를 사용하였다VAS .

시각 통증 등급1) (visual analog scale; VAS)

는 전체길이 인 가로막대모양으로 만들고VAS 10cm

설문지를 주어 본인의 통증 정도에 해당 된다고 생각

되는 위치를 상에 표기하게 하였다 의 위치에VAS . 0

는 통증이 없는 상태라고 표기하고 의 위치에는 통, 10

증이 가장 심한 상태라고 지문을 표기하였다 의. VAS

시점부터 대상자가 표시한 위치까지 길이를 측정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였으며 치료전과 치료 후

총 회 동안 통증 감소의 유무를 기록하였다2 .

장악력계2)

악력 평가는 전반적인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악력

계(JAMAR hydraulic dynamometer)1)를 사용하였다 측.

정방법으로는 의자에 앉아 아래팔을 정도 굽힘한90°

상태에서 대상자 스스로 수행하게 하였고 장악력계,

를 쥘 때 통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실시할 것을 지시

하였다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측정은 번 실시하여. 3

평균값을 기록하였고 치료 전 후 악력 증가 유무를－

기록 하였다.

분석방법4.

본 연구의 측정된 자료는 으로 분SPSS WIN ver12.0

석하였으며 각 집단 내의 치료 전 후의 통증과 악, － 력

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월콕슨쌍대비교(Wilcoxon

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변화 검증은signed rank test) ,

만 휘트니 검정 을 실시하였다(Mann-Whitney U test) .－

분석에 적용된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로 하였다.05 .＝

1) Sammons Preton, PO Box 93040 Chicago, IL 60673-3040, U.S.A 2003.

변수 전기치료 적용군(n 4)＝ 테이핑 요법 적용군(n 4)＝

연령세( ) 46.25±0.61 48.98±5.15

신장(cm) 169.51±1.38 171.87±2.67

체중(kg) 78.10±2.53 75.79±6.12

Value are Mean±Standard Deviation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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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Ⅲ

치료 전과 후 각 집단의 비교1. VAS

전기치료 적용군의 는 치료 전 에서 치료VAS 6.3cm

후 로 줄어들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3.0cm

고 테이핑 요법 적용군의 도 치료 전(p .05), VAS＞

에서 치료 후 로 줄어들었지만 통계적으로6.5cm 4.0cm

유의하지 않았다 표(p .05)( 2).＞

치료 전과 후 각 집단의 악력 비교2.

전기치료 적용군의 악력은 치료 전 에서 치료31.5kg

후 으로통계학적으로유의하지않았고 테38.3kg (p .05),＞

이핑적용군의악력은치료전 에서치료후32.0kg 37.5kg

으로 변화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p .05)( 3).＞

3. 치료전과후집단간의 및악력의변화량비교VAS

치료 전과 후의 각 집단의 통증 변화량은 전기치료

적용군에서 와 테이핑 적용군에서 로 두3.25cm 2.50cm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

또한 치료 전과 후의 각 집단의 악력 변화량은 전기

치료 적용군에서 과 테이핑 적용군에서6.72kg 5.50kg

로 변화를 나타냈으나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표(p .05)( 4).＞

고 찰.Ⅳ

테니스 엘보 환자는 팔꿉관절의 바깥 위융기에 통

증을 느끼고 때때로 팔로부터 손목에 이르는 방사통,

이 나타나며 손을 쥐는 힘 즉 악력도 저하를 가져온,

다 또한 저항을 준 상태에서 손목 관절을 노측으로.

측위하거나 폄 동작 시 팔꿉관절 주위에서 통증이 유

발되고 압력을 가할 시 압통의 유발과 타는 듯한 느,

낌을 나타낸다민경옥 등 등( , 1995; Krause , 1987).

본 연구는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 받은 대상자로서

위에서 제시한 증상이 남아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이윤환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전기치료( , 2003)

적용 방법을 재현해 보고 치료적 접근성이 좋은 키네,

시오 테이핑 요법을 전기치료 적용군과 비교하여 어

느 정도의 치료적 효과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법은 테이핑 적용한 사례.

방법고도일 과 동일하게 실험을 실시하였고 테( , 1999)

이핑 적용 전과 후의 통증 정도와 악력을 비교 하였

다 연구결과 전기치료 적용군과 키네시오 테이프 적.

용군 둘 다 중재 전보다 후에서 통증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악력의 증가를 보이는 결과를 얻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

구 결과 적용 후 통증 감소와 악력 증가를 확인TENS

할수있었다 그리고두집단간의통증과악력의변화.

량 비교를 통해 변화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을알수있었다 또한실험을통해서얻은결과는테.

구분
Mean±SD

z p
치료 전 치료 후

전기치료 적용군

(n 4)＝

6.25±0.50 3.00±0.82 -1.890 0.059

테이핑 적용군

(n 4)＝

6.50±1.10 4.00±0.82 -1.857 0.063

단위( : cm)

표 2. 치료 전과 후의 전기치료 적용군과 테이핑 적용군의 비교VAS

전기치료 용군

(n 4)＝

테이핑 적용군

(n 4)＝

z p

통증(cm) -3.25±0.32 -2.50±0.28 -0.949 0.343

악력(kg) 6.72±0.33 5.50±0.28 -1.340 0.180

표 4. 치료 전과 후의 각 집단의 및 악력의 변화량 비교VAS

구분
Mean±SD

z p
치료 전 치료 후

전기치료 적용군

(n 4)＝

31.5±1.29 38.3±0.96 -1.841 0.066

테이핑 적용군

(n 4)＝

32.0±0.82 37.5±0.58 -1.826 0.068

단위( : kg)

표 3. 치료 전과 후의 전기치료 적용군과 테이핑 적용군의 악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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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엘보 환자를 대상으로 를 적용한 연구이윤TENS (

환 에서얻은결과에비하여통증감소와악력증, 2003)

가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통증 감소와 악

력 증가에 효과를 미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래 전부터 전기치료 방법 중의 하나인 는TENS

통증 조절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는. TENS

관문조절설에 기초하여 말초 및 중추신경계의 작용에

있어서 말초신경에서의 전도 차단과 중추신경계에서

의 엔돌핀의 역할 등 기본적으로 통증조절에 사용되

어지고 있다 또한 그 밖에 연구를 통해 유의한 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다김근조 등( , 2009; Biedebath, 1991;

과 그러나 는 접근성에 있어Melzack Wall, 1965). TENS

서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에 비하여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관절의 보호 및 지지를 위해 사용

되어지고 근육과 기타 연부조직의 급성 손상 시나 부,

종의 감소 등에 많이 사용되어진다 이외에도 임상에.

서는 통증의 경감을 위해 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상적인 좋은 사례 등을 얻

고 있다김명기 이광재( , 1995; , 2013).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은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임상적인 결과를 설명하는데 생각해 볼 수 있

는 것은 테이프를 피부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휴

지모터 반사이다 휴지모터반사는 테이핑을 실시했을.

때 테이프의 부착 부위의 피부 밑에서의 근육이 지속

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강. (1999)

은 테이프의 적용에 따른 운동신경의 자극이 피부 밑

근육에 지속적인 수축을 가져오게 한다고 설명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자극이 혈액순환의.

활성도를 높여 팔꿉관절에 발생한 염증 반응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국소부위의 압력

감소 현상이 통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악력에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을 통해 테니스 엘

보 환자의 통증과 악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기치료 중 테니스 엘보 치료법으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와 비교하여 그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TENS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기치료를 적용한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

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연구대.

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환경에서 선

정 하지 못했으며 생활습관의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

하지 못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너무.

적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생활습관에 따른 변수.

를 엄격히 통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

고 실험 참여 인원을 더욱 충원하여 연구가 이뤄진다,

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Ⅴ

본 연구는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과 전기치료 방법

중 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비교하여 접근성이TENS

좋은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이 에 비하여 테니스TENS

엘보 환자의 통증과 악력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 전과 후 전기치료 적용군과 키네시오 테이1.

프 적용군은 를 통한 통증 감소와 악력 증가VAS

를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통증 감소와

악력 증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p .05).＞

치료 전과 후 통증 감소의 변화량과 악력 증가의2.

변화량에서 전기치료 적용군과 키네시오 테이프

적용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05).＞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은

테니스 엘보 환자에게 통증을 감소시키고 악력을 증,

가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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