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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테이핑요법이 노인의 무릎통증과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Self Taping Therapy on Knee Pain and Physical Functions 
in Older Adult

이종화*

Lee, Jong Hwa*

요 약 본 연구는 자가 테이핑 요법이 노인의 무릎통증과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무릎통증이 있는 노인 69명

(실험군 33명, 대조군 36명)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카

이제곱검증과 t-test로 분석하였다. 69명의 연구대상자에게 무릎통증과 신체기능을 측정한 후 실험군을 대상으로 무

릎테이핑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교육한 후 1일 1회 교체방식으로 일주일 동안 스스로 무릎에 테이핑을 적용한 결과 실

험군의 무릎통증이 감소되고 신체기능의 어려움이 감소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가 테이핑 요법이

노인의 무릎통증 감소와 신체기능의 어려움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무릎통증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가 테이핑 요법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은 80세 미만의 노인이었으므로 초기, 중기, 후기 등 다양한 연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연령별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노인, 무릎통증, 신체기능, 자가 테이핑요법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 taping therapy on pain relief and improvement of daily 
living for older adult having knee pai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A total of 69 older adult in senior welfare center were recruited and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33) or control group (36). Self taping therapy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replace daily and apply for 7days. Data were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rogram.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Chi-square test, and t-test with SPSS Statistics IBM 21.0 program. Knee 
pain(t=9.59, p<.001) and physical functions(t=7.02, p<.001)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is study found that self taping therapy could be a useful self-management method that older adult with 
knee pain use easily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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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고령

사회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이 그 시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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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으며, 기대수명도 82.4세이나 건강수명은 약 65세로, 17

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생존할 수 있다[1]. 65

세 이상 노인의 84.9%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노인들이 짧지 않은 기

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힘

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은 노인의 신

체기능에 영향을 주어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

게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으므로[2],

개인의 삶의 질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건강

관리에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40%이상에서 발생하는

골관절염은 노인들이 흔히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

로 모든 관절에서 골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체중부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무릎관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무릎관절에 발생하는 골관절염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면서 관절 파괴가 심해져서 만성적인 무릎통증

을 호소하게 된다[3,4]. 무릎관절의 통증은 계단 오르기

내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안정성 있게 서 있는 것에

제한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신체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동작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만족도까지 감소하므로, 발

생빈도가 높은 무릎통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5].

노인들은 무릎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지만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한 장기

적인 약물복용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위

장계통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 비약물적인 중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무릎통증 완화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비약물적 중재방법은 교육과 운동이다. 하지

만, 교육과 운동은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노력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제한되어 있다[6]. 그러나

테이핑 요법은 노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지속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재방법이 될 수 있다. 테이핑요

법은 위험성이 매우 낮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

이 적어 무릎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가 될 수 있다.

테이핑 요법으로 통증이 조절되는 원리는 통증이 있

는 관절주변의 근육이 지지되고 근육의 수축이 발생되

어, 근육긴장과 관절강 내압이 감소됨으로써 통증이 완

화되는 것이다. 테이핑 요법은 마사지, 뜸, 지압, 침 등

다른 보완대체 요법에 비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하는 동안에도 큰 불편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테이핑 요법은 약물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접착테이프를 근육이나 관절부위에 붙

여줌으로써 통증조절 뿐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체기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활동을 원

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에 활용되고 있다[7, 8]. 무릎통증이 있는 대상자에

게 테이핑 요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모두 통증이

감소된 결과[8, 9,10]와 일상생활 활동 증진 및 신체기

능이 향상된 결과[11, 12]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

구들에서는 모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테이핑을 대

상자에게 직접 적용해 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

본인이 직접 통증이 있는 무릎에 테이핑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

관리 행위를 함으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통증을 관리

하는 능력을 함양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증

진되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용의 감

소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13].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자가 테이핑 요법이 무릎통증과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통증완화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노인의 자가 관리 방법으로 자가

테이핑 요법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가 테이핑 요법이 노인의 무릎

통증과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 테이핑요법이 무릎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자가 테이핑요법이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가설

가설 1: 자가 테이핑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

지 않은 대조군 보다 무릎통증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자가 테이핑요법을 적용한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신체기능의 어려움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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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가 테이핑 요법이 노인의 무릎통증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복지회관을 정규적으로 방문

하는 노인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언어

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으며 본 연구 참여

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는 시각적 상사척도로 5

이상의 무릎통증이 있는 노인으로 연구기간 동안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파스, 진통제, 냉온요법 등 다른 중재

요법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자로 선정했다. 실험군 중

테이핑 요법을 적용 받는 동안 부작용은 발생하는 않았

으나 1회 이상 자가 테이핑요법을 적용하지 못한 3명이

탈락하여 최종 실험군은 33명이었다. 대조군 중 연구기

간동안 통증완화를 위해 중재를 사용한 3인과 마지막

설문 작성에 참석하지 못한 1인이 탈락하여 최종 대조

군은 36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및 개인적인 사생활보

호에 대해 설명 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보조자가 나이, 교육정도, 종교유

무,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무릎통증 정도, 신체기능 등

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

구 중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렸으며, 설문지에 연구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별도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구분하

였다. 연구윤리를 위해 대조군에게는 연구기간이 종료

된 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테이핑 요법을 교육하고 탄

력테이프를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1) 무릎통증

본 연구에서는 수평선으로 된 시각적상사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무릎 통증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2) 신체기능

Bellamy［14］의 Western Ontario McMaster

Osteoarthritis Index Score(WOMAC)를 Bae 등［15］

이 번안한 KWOMAC - KNEE 중 17항목을 사용하였

다. 각 항목은 1점 어려움이 없음부터 5점 어려움이 매

우 심함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이 어

려움을 의미한다. KWOMAC – KNEE의 개발당시

Crobach’s α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연구진행 및 방법

본 연구는 테이핑 강사 자격증과 노인전문간호사 자

격증이 있는 연구자가 대한 밸런스테이핑 의학회에서

인정한 폭 5cm의 탄력테이프(B.B. 테이프)를 사용하여

테이핑 요법을 대상자에게 교육하였다. 무릎테이핑은

Lee［10］의 연구에서와 같이 무릎주위를 테이프로 둥

글게 감싸는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육은 무릎에

적용된 테이핑 사진을 보여주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자

의 무릎에 테이핑 하는 것을 시연한 후, 실험군 대상자

가 본인의 무릎에 직접 테이핑 하는 것을 한명씩 개인

적으로 교육하였다. 적용된 테이핑은 Kim［16］의 연

구에서와 같이 1일 1회 교체방식으로 일주일간 적용하

였다. 첫째 날 적용한 테이핑을 둘째 날 제거 한 후, 다

시 본인이 직접 무릎에 테이핑을 적용하도록 하고 연구

자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대상자들은 무릎 테이핑을

교육한 방법대로 잘 적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

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에는 Chi-square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적용된 자가 테이핑 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t-test

로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과 동질성 검증

본 연구대상자는 모두 69명으로 실험군 33명, 대조군

36명이었다. 대상자는 평균나이 72.58(±3.02)세로, 66세

에서 79세의 남자 17명과 여자 52명이었다. 대상자들의

무릎통증 정도는 5.96(±0.83), 신체기능은 2.80(±0.7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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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무릎통증과 신체기능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가설 검증

1) 가설 1 검증

자가 테이핑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의 무릎통증이 사

전 5.94에서 사후 4.09로 1.85 감소하였고, 대조군의 경우

5.97에서 5.65로 0.32감소하였다. 실험 전과 후 차이에 대

한 검증 결과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59,

p<.001). 그러므로 ‘자가 테이핑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무릎통증 정도가 감소할 것

이다.’의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2).

2) 가설 2 검증

자가 테이핑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의 경우 신체기능

의 어려움이 2.78에서 2.32로 0.45감소하였고, 대조군은

2.82에서 2.78로 0.04감소하였다. 실험 전과 후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7.02, p<.001), 그러므로 ‘자가 테이핑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신체기능의 어려

움이 감소할 것이다.’의 가절 2는 지지되었다(표 2).

표 1. 일반적 사항 및 무릎통증과 신체기능에 대한 동질성 검증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N=69)

변수 구분
실험군.(n=33) 대조군(n=36)

χ² or t p
n(%) or M±SD n(%) or M±SD

Age 65-69 7(21.2) 6(16.7) 0.24 .888

70-74 15(45.5) 17(47.2)

75-79 11(33.3) 13(36.1)

Mean 72.58±3.15 72.58±2.90 - 0.01 .992

Gender Male 8(24.2) 9(25.0) 0.01 .942

Female 25(75.8) 27(75.0)

Religion Yes 15(45.5) 18(50.0) 0.14 .706

No 18(54.5) 18(50.0)

Eduacation None 7(21.2) 10(27.8) 0.84 .840

Elementary school 12(39.4) 12(33.3)

Middle school 5(41.7) 7(19.4)

≥High school 8(24.2) 7(19.4)

Cohabitant Alone 11(33.3) 10(27.8) 1.25 .870

Spouse 12(36.4) 11(30.6)

Children 5(15.2) 9(25.0)

Spouse & Children 3( 9.1) 4(11.1)

Others 2( 6.1) 2( 5.6)

Economic status Good 3( 9.1) 4(11.1) 0.09 .957

Moderate 21(63.6) 22(61.1)

Poor 9(27.3) 10(27.8)

Knee pain 5.94±0.81 5.97±0.86 0.16 .871

Physical function 2.78±0.72 2.82±0.77 0.26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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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무릎통증과 신체적 기능

Table 2. Difference in knee pain and physical function between two groups (N=69)

구분 실험군, 대조군
사전 사후 차이

t p
M±SD M±SD M±SD

무릎통증 실험군 5.94±0.81 4.09±0.89 1.85±0.80 9.59 <.001

대조군. 5.97±0.86 5.65±1.01 0.32±0.51

신체기능 실험군 2.78±0.72 2.32±0.62 0.45±0.33 7.02 <.001

대조군 2.82±0.77 2.78±0.74 0.04±0.11

Ⅳ. 논의

무릎통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테이핑요법을 스

스로 적용하게 한 후 통증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여 테이핑 요법이 무릎통증이 있는 노인들의

자기 관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Kim［1

6］의 연구와 같이 1일 1회 교체하는 방식으로 7일 동

안 스스로 무릎에 테이핑을 적용하게 한 결과 실험군

의 통증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테이핑을 단 1회 24시간, 주 2회 4주간, 주 3회 2

주간, 주 3회 4주간 적용한 연구들［8, 10, 11, 12, 17］

에서도 적용기간은 각각 달랐지만 테이핑 요법 적용

후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들은 테이핑요법이 무릎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중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적용기간에 따

른 통증 감소 정도와 통증감소 효과 지속시간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골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통증을 본인 스

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독립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적용하기 편리하고 경제적인 테이핑 요법을 교육하여,

노인들 스스로 적용하게 한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

들의 연령이 80세 미만이었으므로, 좀 더 나이가 있는

80세 이상 연령층을 포함한 초기, 중기, 후기 노인 등

다양한 연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가 테이핑 요법과

무릎통증에 대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자가 테이핑요

법의 효과 차이를 알아보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슬괵근과 전경골근, 대퇴사두근과 비복근, 무릎 뒤

등의 무릎주변과 그 외의 다른 부위에 테이핑을 적용

한 연구들［8, 9］에서는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실

험군에서 탈락한 대상자가 있었는데, 단순하게 무릎

주변만을 둥글게 감싸는 방법으로 테이핑을 적용한

Lee［10］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는 피부 부작용이 발

생한 경우가 없었다. 본 연구와 Lee［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무릎주변을 둥글게 감싸는 테이핑 방법은 노인

들이 무릎통증 자기 관리를 위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현재까지는 피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없

었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피부 부작용에 대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면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널리 보급할 것

을 제언한다.

실험군에서 신체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

데 이는 1회 테이핑요법 적용 24시간 후 걷기, 일어나

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일상생활활동이 향상되었다

는 Hyun［11］의 연구와 1주일 동안 2회씩 4주동안

테이핑요법을 실시하여 신체기능의 어려움이 감소하였

다는 Chung과 Lee［12］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와 같

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Christopher 등

［18］은 무릎관절 주변을 감싸는 행위로 무릎관절 주

변의 관절에서 발생한 근력의 불균형이 개선되어 걷거

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관절 표면에 가해지는 체

중과 중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통증이 감소되어 신

체기능이 향상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논리적으

로 지지해 주고 있다.

테이핑 제거 후 통증과 신체기능에 대한 Hinman

등［19］과 Chung과 Lee［12］의 연구 결과가 일치하

지 않고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일 1회 교차 방식으로 일주일 적용 후 실험전과 비교

하여 통증정도와 신체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만

을 실시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테이핑 제거 후 통

증감소 지속 기간과 신체기능 지속기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테이핑 제거 후 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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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언한다.

테이핑 요법은 무릎통증을 완화 시켜주며, 걷기, 앉

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적인 생활 활

동에 도움을 주는 보완대체요법으로 본 연구를 통해

노인들이 간단한 교육으로 본인 스스로 쉽게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많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

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블렌딩 교육의 성과가 확인되었

고［20］, 모바일 통신기기 사용이 노인의 심리적 안

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21］향후 무릎통증이

있는 노인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블렌딩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무릎통증과 신체적

기능 그리고 심리적 사항에 관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무릎통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용한 테이핑 요법

이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 효과가 있었으므로

Chung과 Lee［12］의 제언처럼 지역사회 대상자 뿐

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무릎관절염

노인에게 테이핑 요법을 병행하는 전략을 시도하면서

무릎관절염 노인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 용량, 의료기

관 방문 횟수 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

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무릎통증완화와 일상생활

활동 향상을 위한 자기 관리방법으로 간편하고 효과적

인 자가 테이핑 요법이 활용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으므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통해

지역사회 많은 노인들에게 자가 테이핑 요법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건강관련

전문가들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자가 테이핑 요법이 노인의 무릎통증과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로 본

연구결과 자가 테이핑 요법이 노인대상자의 무릎 통증

을 완화 시키고, 신체기능의 어려움이 감소되는 효과

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들

에게 자기 관리 방법으로 자가 테이핑 요법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간호교육자들은 무릎

통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자가 테이핑 요법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 노인의 연령이 80세

미만이었으므로 초기, 중기, 후기 노인 등 다양한 연령

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연령별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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