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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숨근 훈련과 테이핑 동시적용이 호흡의 

근력, 지구력, 폐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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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a kinesio tape on inspiratory muscle training(IMT) to 
improve muscle strength, endurance and pulmonary function. 
 Methods: Healthy 20 males were divided into IMT group (control group) and IMT with tape group (experimental group). The 
same IMT program was applied to both groups using the Respifit S for four weeks, three times a week, a total 12 times. To 
exprimental group, kinesio tape was applied on the inspiratory agonist diaphragm and the accessory inspiratory muscle scalene, 
sternocleidomastoid, pectoralis minor. The inspiratory pulmonary muscle strength was measured by the maximal inspiratory 
pressure (PI max) and minute volume (MV) using the Respifit S and the pulmonary function were measured peak expiratory 
flow (PEF), forced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 (FEV1), FEV1/FVC using the Spirometer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Results: Results showed that the PI max in the two group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more 
effectively than that of control group. However, only MV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experimental group bu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PEF and FEV1/FVC a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groups, but they did not 
make much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nd the FVC for the two groups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FEV1 increased 
significantly only with control group, but did not make a difference with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 show that the PI max value for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than that of control group. 
Therefore kinesio tape maximizes inspiratory muscle exercise effect on muscle strength improvement. However, because of the 
short experimental period and difficulty in subject control, increase values of the other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words, kinesio tape did not show maximizing the inspiratory muscle exercise effect to improve endurance and 
pulmonary function.

Key words: inspiratory muscle training, taping, pulmonary function, inspiratory muscle strength, inspiratory muscle endurance

ǂ
교신저자

김명철 ptkmc@eulji.ac.kr, 031-740-7231

논문접수일 : 2014년 9월 12일  |  수정일 : 2014년  9월 25일 |  게재승인일 : 2014년  9월 30일



 66 

Ⅰ. 서 론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을 통해 몸속에 들어온 산소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

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날숨근과 들숨근의 작용으

로 나타난다. 

날숨근은 노력성 날숨에만 관여하는 반면 들숨근은 호

흡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다(김철유 등, 2009). 

들숨근은 주동근인 가로막과 바깥갈비사이근, 들숨 보조

근인 목갈비근, 위등세모근, 목빗근으로 구성되며, 안정 시

와 일반적인 호흡은 부분이 가로막에 의해서 이루어지

는데, 가로막이 수축하면 공기는 압력이 낮아진 폐 안으로 

유입 되고, 이때 또한 보조근인 목갈비근과 목빗근은 복장

뼈와 갈비뼈를 머리 방향으로 이동시켜 들숨 시 흉곽의 크

기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Legrand 등, 1997; Legrand 

등, 2003; Ovechkin 등, 2010).

들숨근 훈련(Inspiratory muscle training: IMT)은 들숨근의 

강도와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들숨근에 부하를 적용

하는 훈련으로(Moodie 등, 2011), 폐질환이 의심되거나 확

진이 된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로 알려져 있다(Nici 등, 

2006). 또한 IMT는 폐질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호

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etrovic 등, 

2009), 이현철과 이삼철(2011)은 20  남성 중 흡연자와 비

흡연자를 상으로 호흡근 강화훈련을 적용했을 때 두 군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특히 흡연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 그 외에도 스포츠 선수들에게 들숨근 훈련을 

적용하여 심폐기능과 경기력 향상을 보고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테이핑 요법은 약물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접착테이프

를 근육에 부착시킴으로써 근육의 항상성 원리를 이용하

여 근육의 경련, 긴장을 정상화 하고 혈액, 조직액 림프액

의 순환을 개선시킨다. 이로 인해 정확한 근육의 기능을 

복원시키고, 고유감각을 촉진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근육의 균형을 유도하여 통증 감소와 근육 및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이다(고도일, 2004; Kase 등, 2013). 

들숨근에 키네시오 테이프를 적용한 연구로 이신연 등

(2012)은 들숨근의 키네시오 테이프 적용이 최  들숨압과 

최  날숨압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김명남과 이재

갑(2000)은 질환에 따라 테이프를 호흡근에 적용 시 편마

비 환자에서 59.3%, 수술 환자에서 24.4%, 목 통증 환자에

서 7.3%, 가슴 통증 환자에서 6.3%의 폐활량 증가를 보였

다고 하였다. 이덕순(2002)은 소아천식 진단을 받은 환자

를 호흡근에 테이프를 적용 후 최  날숨속도 증가로 호흡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정상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성원(1999)은 전신균형 테이핑 후 폐기능, 

근력, 순발력, 지구력이 향상 되었다고 하였고, 김민지 등

(2011)은 비흡연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트레드밀 운동

을 적용하였을 때 호흡근에 테이프를 같이 적용함으로써 

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테이핑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호흡근

에 한 테이프 적용에 관한 연구도 여러 방면으로 증가하

고 있지만 위에 제시한 결과와 달리 Zubeyir(2012)와 같이 

여전히 테이핑 효과에 한 합의된 의견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들숨근 훈련과 비교적 값이 싸고 활용하기 

쉬운 테이핑의 두 방법을 이용하여 들숨근 훈련의 단독적

용과 들숨근 훈련과 테이프의 동시적용시의 근력, 지구력, 

폐기능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테이프 적용이 들숨근 훈련 

효과의 극 화에 미치는 영향에 하여 연구하고 더 나아

가 폐기능이 약화된 환자들과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에 적

용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실험자는 각각 들숨근 훈련군 10명, 들숨근 

훈련 및 테이핑 동시적용 군 10명으로 배정하여 훈련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 기간은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 까지 기초검사 및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9월 11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총 4주간 주당 3회씩 총 12

회를 훈련하였다. 실험은 사전사후 측정설계를 채택하여 

최  들숨압(Maximal inspiratory pressure: PI max), 분당호

흡량(Minute volume: MV), 최  날숨유량(Peak expiratory 

flow: PEF),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 

강제 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 FEV1),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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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폐활량에 한 비(FEV1/FVC ratio)의 변화를 비교하였

다. 개인별로 2주마다 PI max, MV를 측정 후 저항의 정도

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훈련하였다(그림 1).

연구 상자 선정 및 사전 동의서

(E 학교 물리치료학과 남학생 20명)


예비실험

(테이프 알러지 검사, 기초검사)


사전 검사

(Spirometer → FVC, FEV1, FEV1/FVC, PEF측정,
Respifit S→MV, PI max측정)


 IMT+Taping군 IMT군

호흡근에 테이프 적용 후 

Respifit S를 사용하여 들숨근 

훈련을 실시함 

Respifit S를 사용하여 들숨근 

훈련을 실시함


사후검사

(Spirometer → FVC, FEV1, FEV1/FVC, PEF측정, 
Respifit S → MV, PI max측정)


자료처리 (n=20)


결과 분석

그림 1. 실험설계

2. 연구방법

1) 호흡능력 측정기 및 훈련기

호흡능력 측정기 및 훈련기(Respifit S, SEJINMT. CO. 

LTD, Australia, 2002)를 사용하여 PI max, MV를 측정하였

다. 이 장비는 호흡근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본체와 날숨, 들숨량과 모듈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손잡이 마우스피스, 상자의 호흡능력에 맞게 적용

된 프로그램카드와 본체와 손잡이 마우스피스를 연결해주

는 투명관으로 구성되었다. 훈련방법은 상자가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코 집게를 착용하고 손잡이 마우스피스를 

들고 입에 문 상태에서 눈으로 본체의 화면을 주시하도록 

하였다(그림 2).

그림 2. 호흡능력 측정기 및 훈련기(Respifit S)

가. 최  들숨압 측정

PI max 측정은 상자가 최 로 숨을 내쉰 후 폐에 공

기 잔류량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 2초 동안 들이쉬는 것을 

측정하였다. 총 10회를 측정하며 측정사이 간 10초간 휴식

을 취하였다(Petrovic 등, 2012). 10회 측정값 중 최고값 3개

의 평균이 상자의 PI max로 결정되었다. PI max로 근력

을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호흡근의 근력을 직접적으로 측

정할 수 없지만 압력변화의 형태로 측정할 수 있고

(Nochomovitz 등, 1986), 이런 호흡압력의 측정은 아주 단

순하고 빠르며 비관혈적인 검사법으로 정상인(Harik-Khan 

등, 1998; Wilson 등, 1984), 호흡기 환자(Rochester 등, 

1977), 축구선수(Fuso 등, 1996)에게서 호흡근의 강도를 나

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나. 분당호흡량 측정

PI max측정 후 PI max의 60%∼80%내에서 2분간 평소 

숨 쉬는 속도로 MV를 측정하였다(심유진, 2012; 김진홍, 

2012).

2) 폐기능 검사기

폐기능 검사기로는 진단 폐활량계(One Flow FVC Memo 

Kit, Clement clareke international, UK, 2001)를 사용하였다. 

누운 자세에서는 가로막의 위치와 가슴우리의 크기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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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하지로부터 혈액이 폐 속으로 유입되기 때

문에 분획에 따라 폐기량이 10%∼30% 저하된다. 앉은 자

세에서도 배의 압력이 증가하는 관계로 폐기량이 10%∼
20% 저하하므로, 상자는 체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

지 않는 자세인 선 자세(김철유 등, 2009)에서 마우스피스

를 물고 잔기량이 없도록 가장 빠르고 세게 오랫동안 숨을 

완전히 내쉬게하여 측정한다. PEF, FVC, FEV1, FEV1/FVC

를 측정하였다(심유진, 2012)(그림 3).

그림 3. 폐기능 측정기구 

3. 실험방법

1) 테이프 적용

테이프 적용방법은 키네시오 테이프를 들숨 주동근인 

가로막(Diaphragm)과 들숨 보조근인 목갈비근(Scalene), 목

빗근(Sternocleidomastoid), 작은가슴근(Pectoralis minor)에 

적용하였다(김민지 등, 2011; 홍장기, 2011)(그림 4).

가. 목갈비근의 적용

테이프 적용 반 쪽으로 목을 돌려 I자형 테이프를 3번 

목뼈 가로돌기 부분에 붙여 1번, 2번 갈비뼈 방향으로 붙

였다.

나. 목빗근의 적용

Y자 형태로 테이프를 자르고 갈라지지 않은 테이프 부

분을 관자뼈 꼭지돌기 부분에 붙이고 테이핑 부위의 반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숙이도록 하여 갈라진 테이

프의 한쪽을 복장뼈 전면부 쪽으로, 나머지 한쪽은 빗장뼈

머리 내측 부분에 붙였다.

다. 가로막의 적용

피험자가 기립자세에서 숨을 최 한 크게 내쉰 상태를 

유지하고 복장뼈의 칼돌기 끝에서 양쪽방향으로 갈비연골 

하단면까지 붙였다.

라. 작은가슴근의 적용

Y자 형태의 갈라지지 않은 테이프 부분을 부리돌기 부

분에 고정시킨 후 상자로 하여금 숨을 크게 들이쉬게 하

고, 어깨를 최 한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갈라진 테이프를 

복장뼈 방향으로 약간 벌려 감싸듯 붙였다.

2) 들숨근 훈련방법

가. 근력강화 훈련

들숨군 훈련은 가장 효율적인 자세인 선 자세에서 흡기

군 훈련을 실시하였다(김철유 등, 2009). 먼저 호흡을 내쉰 

후, 흡입하는 동안 화면을 통해 덤벨 모양이 흡입 압력에 

따라 올라가며, 덤벨은 상자의 PI max의 80% 이상의 위

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 성공으로 기록된다. 훈련의 1회 들

숨시간은 2초로 설정하였고, 10초 휴식 후 10회 훈련을 한

다. 기침이나 호흡이 짧아서 한 번에 시행하지 못하거나, 

덤벨이 최소 강도 이상으로 유지되지 못할 때는 실패로 기

록되며, 하루에 실패 회수가 3회 이상을 넘어가면, 재설정

하여 휴식을 취한 후 훈련을 다시 시작하였다. 

나. 근지구력강화 훈련

근력강화 프로그램을 마친 후, 근지구력강화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들숨관 저항을 C로 설정하여 관을 통한 공

기의 흐름을 설정하였다. 평소 호흡처럼 들숨과 날숨을 반

복하면, 화면에 보이는 풍선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을 

통해 바이오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들숨 시 풍선이 상승하

고 날숨 시 풍선이 하강하며 상자는 자신의 PI max 60% 

강도로 1분 동안 풍선이 바닥과 천장 어느 쪽에도 닿지 않

도록 유지하면 1회의 훈련을 성공할 수 있다. 1분간의 훈

련 후 20초간 휴식을 취한 후 총 10회의 근지구력 훈련을 

실시하였다. 근력훈련과 같이 총 3회 이상 실패할 경우, 휴

식을 취한 후 다시 훈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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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

그림 4. 들숨근 테이프 적용

4. 분석방법

연구 자료는 SPSS 19.0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통계처리

를 하였다. 각 군의 중재 전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시행하였으며, 두 군의 전

후 차이와 시점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

정(student t-test)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 수준 α=.05로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E 학교 물리치료학과 남학생 20명을 상

으로 4주간 테이프를 적용 하여 IMT를 실시하였을 때 최

 들숨압(Maximal inspiratory pressure: PI max), 분당호흡

량(Minute volume: MV), 최  날숨유량(Peak expiratory 

flow: PEF),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 

강제 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 FEV1), 노력

성 폐활량에 한 비(FEV1/FVC ratio)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본 실험에 참여한 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MT 
(n=10)

IMT+Taping
(n=10)

p

연령(세) 22.90±3.28a 23.00±1.94 0.94

신장(cm) 174.38±5.51 174.36±5.40 0.99

체중(kg) 68.04±6.48 68.38±10.87 0.99

근육량(kg) 52.30±4.03 53.09±7.48 0.75
a
평균±표준편차 (p<.05)

표 1.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 들숨근 측정결과

1) 최대 들숨압(Maximal inspiratory pressure: PI max)

들숨근 훈련군은 사전값 68.90±5.17에서 사후값 96.30± 

6.93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테이핑 

동시적용군은 사전값 70.80±11.75에서 사후값 111.30±11.84

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또한 두 군의 

전 후차는 들숨근 훈련군이 -27.40±3.84, 테이핑 동시적용

군은 -40.50±9.6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표 2).

2) 분당호흡량(Minute volume: MV)

들숨근 훈련군은 사전값 11.20±1.69에서 사후값 11.20± 

0.79로 평균에 변화가 없다. 테이핑 동시적용군은 사전값 

11.80±2.15에서 사후값 10.50± 1.43로 감소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5). 하지만 두 군의 전후차는 들숨근 

훈련군은 0.00±1.49, 테이핑 동시적용군은 1.30±1.77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폐기능 측정 결과

1) 최대 날숨유량(Peak expiratory flow: PEF)

들숨근 훈련군은 사전값 0.25±0.04에서 사후값 0.32±0.08

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4). 테이핑 동

시적용군은 사전값 0.26±0.05에서 사후값 0.31±0.07로 증가

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그러나 두 군의 전

후차는 들숨근 훈련군은 -0.07±0.06, 테이핑 동시적용군은 

-0.04±0.0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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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전 훈련 후 전-후 차이 T P

1)PI max
(mbar)

7)IMT (n=10) 68.90±5.17a 96.30±6.93 -27.40±3.84 -22.59 <.01*
8)IMT+Taping (n=10) 70.80±11.75 111.30±11.84 -40.50±9.68 -13.24 <.01*

T -0.47 -3.46 3.98
P 0.65 0.004* 0.001*

2)MV
(l/min)

IMT 11.20±1.69 11.20±0.79 0.00±1.49 0 1
IMT+Taping 11.80±2.15 10.50±1.43 1.30±1.77 2.33 .045*

T -0.69 1.35 -1.78
P 0.50 0.20 0.09

3)PEF
(l/s)

IMT 0.25±0.04 0.32±0.08 -0.07±0.06 -3.90 .004*
IMT+Taping 0.26±0.05 0.31±0.07 -0.04±0.04 -3.65 .005*

T -0.86 0.27 -1.23
P 0.40 0.79 0.24

4)FVC
(l)

IMT 4.14±0.63 4.24±0.72 -0.10±0.38 -0.85 0.417
IMT+Taping 4.11±0.70 4.23±0.83 -0.12±0.46 -0.79 0.45

T 0.09 0.04 0.07
P 0.93 0.97 0.94

5)FEV1
(l)

IMT 2.96±0.66 3.15±0.67 -0.19±0.11 -5.56 <.01*
IMT+Taping 3.05±0.62 3.28±0.53 -0.22±0.37 -1.88 0.09

T -0.34 -0.48 0.27
P 0.74 0.63 0.79

6)FEV1
/

FVC
(%)

IMT 0.70±0.10 0.79±0.13 -0.10±0.09 -3.31 .009*
IMT+Taping 0.73±0.15 0.78±0.12 -0.05±0.04 -3.56 .006*

T -0.54 0.30 -1.48
P 0.60 0.77 0.16

a평균±표준편차 (p<.05)
1)PI max: Maximal inspiratory pressure; 2)MV: Minute volume; 3)PEF: Peak expiratory flow
4)FVC:  Forced Vital Capacity; 5)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 6)FEV1/FVC: FEV1/FVC ratio;
7)IMT: Inspiratory muscle training; 8)IMT+Taping: Inspiratory muscle training and taping

표 2. 각 집단 호흡능력의 비교 

2)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들숨근 훈련군은 사전값 4.14±0.63에서 사후값 4.24±0.72

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테이핑 동시적용

군은 사전값 4.11±0.70에서 사후값 4.23±0.83으로 증가하였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의 전 후차 또한 들숨근 

훈련군은 -0.10±0.38, 테이핑 동시적용군은 -0.12±0.46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1초 강제 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ec: FEV1)

들숨근 훈련군은 사전값 2.96±0.66에서 사후값 3.15±0.67

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테이핑 동시

적용군은 사전값 3.05±0.62에서 사후값 3.28±0.53으로 증가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의 전 후차는 들숨

근 훈련군은 -0.19±0.11, 테이핑 동시적용군은 -0.22±0.3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1/FVC ratio)

들숨근 훈련군은 사전값 0.70±0.10에서 사후값 0.79±0.13

으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9). 테이핑 

동시적용군은 사전값 0.73±0.15에서 사후값 0.78±0.12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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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6). 그러나 두 군의 

전 후차는 들숨근 훈련군은 -0.10±0.09, 테이핑 동시적용군

은 -0.05±0.0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Ⅳ. 고 찰

우리나라의 2012년 전체 사망자 267,221명 중 호흡기 질

환자는 61,953명으로 26%를 차지하며 암, 심장질환, 뇌혈

관 질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전체 사망자 수의 21%를 차지하였고 2010년은 

23%, 2012년은 26%로 점차 증가하였다(통계청, 2013). 이 

처럼 호흡기 질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

이 높아지고 호흡기 질환자를 상으로 한 관련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김인영(2010)은 폐기능 질환자의 호흡근에 키네시오 테

이프 적용 후 호흡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최 산소

섭취량 변화에 한 키네시오 테이프 적용 유 무의 차이 

분석 결과, 테이프 적용 시 비적용에 비해 최 산소섭취량

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명남과 이재갑, 

2000; 이덕순, 2002). 이성원(1999)은 전신밸런스 테이핑이 

폐활량,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에 미치는 영향에 테이핑 

전, 후폐활량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유재정, 2010).

본 연구는 들숨근 훈련을 통해 호흡기능과 호흡근의 기

능이 좋아진다는 선행연구와 키네시오 테이프가 근력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들숨근 훈련과 키네

시오 테이프를 동시적용하면 효과가 더욱 극 화 될 수 있

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들숨근 훈련군과 테이핑 동시적용

군으로 분류하여 4주간 실험하였다(박찬후, 2005; 장범철, 

2010; Slupik 등, 2007).

들숨근의 측정결과 PI max는 두 군 모두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 이는 가슴우리의 들숨압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Downey 등(2007)이 들숨근 훈련을 4주 동안 시킨 

후 24.5 %의 PI max 상승을 관찰한 연구와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Petrovic 등, 2009)은 호흡근 훈련이 호흡근의 근

력을 증가시켜 호흡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테

이핑 동시적용군이 호흡근 훈련군보다 효과적으로 증가한 

것은 키네시오 테이프 적용이 호흡근의 활동성을 증가시

킴으로써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특히 가로막의 구조

적 변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MV는 테이핑 동시적용군만 유의하게 향상하였고 두 군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심유진(2012)의 연구에서 환자

의 들숨군 훈련 시 MV가 유의하게 향상하였지만 호흡 능

력 향상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폐기능의 변화에서는 PEF와 FEV1/FVC, FEV1은 두 군 모

두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VC는 두 군 모두 증가하지 않았다. FVC는 폐탄력반동

압(Elastic recoil pressure of lung)과 관련이 있는데, 들숨근

에 부착된 탄력 테이프가 날숨근의 수축작용을 저하시켜 

최  날숨노력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홍장기, 2011), 김

중언과 조홍관(1989)은 FVC가 훈련의 정도와 상관이 없고 

체격과 상관이 높다고 했다.

본 연구의 키네시오 테이프 적용은 들숨근 위주로 부착

하여 들숨 근력은 향상하였으나 MV, PEF, FVC, FEV1, 

FEV1/FVC의 전후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근력

의 증가나 호흡근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또

한 실험 상들의 식습관 및 생활 패턴과 신체 활동을 완

벽히 통제할 수가 없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고(정현진과 이 택, 2012; 홍장기, 2011), 4주간의 짧은 실

험 기간으로 부족한 훈련 횟수와 훈련 시간의 적용으로 들

숨근 훈련 시 테이핑의 효과에 한 결과가 미흡하게 나왔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호흡근에 키네시오 테이프를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에 

관한 선행 논문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논문의 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문은 

키네시오 테이프 적용이 호흡근에 미치는 영향에 한 분

야의 많은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에 한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4주간 총 12회 들숨근 훈련군과 테이핑 동시

적용군으로 실험한 결과, 두 군 모두에서의 PI max 전후값

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각 측정 구간 사이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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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테이핑 동시적용군이 들숨군 훈련군보다 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그러나 MV, PEF, FVC, FEV1, FEV1/FVC의 

전후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호흡근 훈련군과 테

이핑 동시적용군 사이에 호흡근 지구력 및 폐기능 향상 효

과의 차이는 없었으나 호흡근 근력향상에는 테이핑 동시

적용군이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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