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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어 뼈  운동과 몸통  테 핑 합  뇌  환  몸통 근활 도, 몸통 균형   

개 에 효과 지 알아보고  하 다. 뇌 환  20  연 (테 핑+어 뼈 ) 10 과 (어 뼈 

) 10 로 나   4주간 주당 30  재  실시하 다. 연  몸통  테 핑  용 았고 동시에 어

뼈 운동  았다. 측  몸통 근활 도, 몸통 상척도(Korean version Trunk Impairment Scale, K-TIS),   

검사 (Manual Function Test of upper extremity, MFT)  실시하 다. 재 ·후 연 에  몸통 근활 도, ,K-TIS,

MFT 수에 한 가  보 고(P<.05),  보다 K-TIS  MFT 수에 한 개  보 다(P<.05). 본 연

 통해 어 뼈  단  운동 보다 몸통 테 핑 합 용  뇌  환  몸통 근활 도, 몸통 균형   

개 에 욱 효과  것  알 수 었다. 향후 연 에  개별 근수축 개시시간(onset time)에 한 변화  확

한다  욱 상  가 겠다.

주 어 : 뇌 , 테 핑, 몸통 근활 도, 몸통 안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a trunk correction taping plus scapular setting exercises has an 

effect on trunk muscle activation and trunk balance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in patients with stroke. 

Twenty stroke patie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a trunk correction taping with scapular setting exercise 

group (n=10) and a scapular setting exercise group (n=10), and each group performed given interventions for 

30 minutes for 4 week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muscle activation, 

K-TIS, and MFT (p<.05), and a significant improvement was detected in K-TIS and MF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5). This study suggests that a trunk correction taping with scapular setting exercises was 

more effective on trunk muscle activation, trunk balance,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in stroke patients 

compared to a scapular setting exercise. It could be clinically more significant if the change in the onset time 

of muscle activity is confirmed in the further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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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뇌졸 (Stroke)은 뇌 이 막히거나 열되어 뇌기

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1], 이러한 뇌졸 환자는

80%이상에서 반쪽마비를 보이고 다리보다 팔에서 더 큰

약화를 나타낸다[2]. 팔을 앞쪽으로 움직임에 있어 주요

한 근육인 앞톱니근은 몸통과 어깨를 연결시켜 주는 구

조물로 뇌졸 환자의 경우 이 근육에 약화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3], 근수축 패턴이 바 게 되어 어깨 의 운

동학 변화를 보인다[4]. 이러한 움직임을 개선할 목

으로 시행된 어깨 설정(settting)운동은 어깨 주변근육

의 수축과 자극으로 인해 어깨 에 치한 고유수용성

감각정보를 뇌에 달하여 어깨의 근육동원 순서를 개

선시키고 팔 기능을 증진 시키며 이러한 이유로는 선행

자세조 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다고 하 다[5,6].

하지만 뇌졸 환자는 몸통근육의 약화와 몸통의 비

칭 인 근활성도로 인해 이런 선행 자세조 의 하

가 나타난다[7,8]. 더하여 이것은 앉은 자세에서 균형소실

을 이루며[9], 팔을 이용한 기능 수행 시 몸을 이용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움직임을 나타낸다[10]. 즉, 몸통의 웅

크린 자세와 손상쪽으로 가쪽굽힘은 팔의 기능 수행에

있어 악 향을 미치므로 이에 따른 재 방안이 필요하

다[5,10,11,12].

웅크린 자세 교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테이핑

은[12], 등 뒤굽음증이 있는 환자에게 용하 을 때

등 의 폄을 증가시키고 고유수용성감각 되먹임과 기계

지지로 인해 자세조 에 효과가 있는 재방법이다

[13,14]. 한, 테이핑은 간편함과 경제 이 이 있는

재 방법으로 피부의 기계 수용기를 자극을 통해 통증을

조 하고, 용하는 방법에 따라 의 지지, 근육의 보

조, 교정, 움직임 조 의 효과를 보이는 방법으로 뇌졸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 운동선수에게도 용되

고 있다[15, 16, 17].

Kim[18]은 뇌졸 환자 몸통과 어깨에 테이핑을 부착

하여 팔 기능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고하 고, 마비측 팔

근육군에 부착한 연구에선 통증 우울 감소와 팔 기능

증진에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다[19]. 한, Capecci 등

[13]은 킨슨 환자의 양쪽 척추근육에 테이핑을 부착하

여 균형과 보행능력 증진의 유의한 효과를 보고하 고,

뇌성마비 환자의 양쪽 등에 부착한 테이핑이 균형능력과

[20], 신체 정렬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다[21].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테이핑 용은 환자의 마비측에만 부착하

거나[19] 마비측과 비마비측 모두 부착한 연구가 부분

이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비마비측 몸통에 테이핑을

용하여 몸통조 근활성도와 팔 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깨 재에 있어 몸통의 자세조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22], 테이핑을 이용한 몸통 자세조 과 어깨

설정을 융합한 근활성도 연구는 재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생체되먹임을 통한 안정성 운동과 어깨

설정운동을 융합한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에선 컴퓨터를

통한 생체 되먹임과 함께 용되는 어깨 설정운동이

팔의 근활성도 팔 기능의 효과만 알아보는 연구 기

때문에[23],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의 어깨 설정과

함께 비 마비측 몸통에 테이핑을 동시 용한 후 몸통의

근활성도 와 팔 기능개선뿐만 아니라 몸통의 조 능력을

알아보는 몸통손상척도를 더하여 향후 뇌졸 환자에

한 신경계물리치료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

행하 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2015년 9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8일까지

경기도 소재의 A병원에 입원 인 환자를 상으로 CT

나 MRI상에 뇌졸 진단을 받은 반신마비 환자 20명

을 선택하여 비 동시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상자

선정은 6개월 이상 지난 만성 뇌졸 환자 , 팔꿉

MAS(modified ashworth scale)가 2이하인 자, 뇌졸 발

병 이 에 정형외과 인 수술로 팔에 장애가 없는 자, 정

상수 의 인지기능을 갖고 있는 자(K-MMSE 24 이

상)로 하 고, 담당의사에 의해 연구의 참여가 불가능 하

다고 단된 자, 피부에 발 가려움증이 있는 자는

제외하 다.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동

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기평

가를 실시하고 어깨 설정과 교정테이핑을 한 10명(연

구군), 어깨 설정 운동을 한 10명( 조군)을 제비뽑기

를 통해 두 군으로 나 어 배치한 다음 재가 끝나는 날

후기 평가를 실시하 다. 모든 재는 4주간 진행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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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질환이 있거나 불편을 호소하면 테이핑을 제거하도

록 교육하 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2.2 측  

2.2.1 몸통 근활 도(Trunk muscle activation)

몸통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해 무선 표면 근 도

(Wave-Wireless EMG, Cometa, Italy)를 이용하여 등

세모근과 넓은등근을 측정하 다(Fig. 1). 근 도 신호의

표 추출률은 Wave EMG 소 트웨어에서 설정된

2000Hz이고 잡신호를 제거하기 해 10-200Hz에서 구

간 필터링(Band pass filtering)을 하 다. 근 도 신호의

데이터 값은 RMS(Root Mean Square)로 처리한 후

%RVC(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방법을 이용하

여 평균 근활성도 값을 산출하 다[24]. 기 RMS 값은

상자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최 한 이완한 상

태(웅크린 자세)에서 5 간의 근활성도 값이고, 특정

RMS 값은 상자가 웅크린 자세(slump position)에서

몸통을 편(elect position) 후 5 간의 근활성도 값으로 이

때 최 한 들숨을 하도록 요구하 다. 각 5 간의 근활성

도 값 처음과 끝을 제거한 3 간의 근활성도 RMS를

측정값으로 하고, 특정 RMS값에서 기 RMS값을 나

후 100을 곱한 % RVC값을 데이터 값으로 사용하 다.

2.2.2 몸통 상척도(Korean version Trunk 

      Impairment Scale, K-TIS)

앉은 자세에서 정 , 동 , 몸통의 균형과 응 능력을

측정하기 해 한국 -몸통손상척도를 이용하 다[25].

이 평가도구의 구성은 앉은 자세의 정 균형(7 ), 앉은

자세의 동 균형(10 ), 응력(6 )으로 되어있다. 정

균형 앉기는 10 동안 손의 사용 없이 앉아있는지(0-2

), 연구자가 비마비측 다리를 마비측 다리 로 올려놓

을 때 자세를 유지하는지(0 -3 ), 혼자서 비마비측 다

리를 마비측 다리 로 올려놓을 때 손을 사용하는 지

(0-2 )를 검사하 다. 동 균형 앉기는 마비측 팔꿈치

를 이용하여 몸통 굽힘을 한뒤 돌아오는 것으로(0-1 )

이것을 반복 했을 때 몸통의 보상작용이 나타나는지(0-1

), 팔 다리의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지(0-1 )를 검사하

고, 비 마비측을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여(0-1

), 몸통(0-1 ), 팔 다리(0-1 )의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 다. 더하여 치료 테이블로부터 마비측 골반

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0-1 ), 보상작용이 나타나는지

(0-1 ), 비 마비측 골반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0-1 ),

보상작용이 나타는지(0-1 )를 검사하 다. 응력 검사

는 쪽 몸통을 6회 회 이 가능한지(0-2 ), 6 내에

가능한지(0-1 ), 아래쪽 몸통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지(0-2 ), 6 내 가능한지(0-1 )를 검사하여 총 17개의

평가 항목을 측정하 다. 수의 총 합은 23 으로 하

으며, 이 측정도구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0.96, 측정자간

신뢰도는 0.99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26].

2.2.3   검사(Manual Function Test of 

      upper extremity, MFT)

뇌졸 환자의 팔 운동기능 을 측정하기 해 팔 기능

검사(Manual Function Test of upper extremity, MFT)

를 사용하 다[27]. 이 평가 도구의 구성은 팔운동 역(4

항목), 장악력 역(2항목), 손가락조작 역(2항목)으로

팔운동 역의 경우 각 항목 당 4 척도(1-4 )이고, 장

악력에선 3 척도(1-3 )으로 이루어 졌다. 손가락 조작

역은 입방체 옮기기는 4 척도(1-4 )이고, 패그보드

에서는 6 척도(1-6 )로 수가 높을수록 팔의 운동기

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팔 기능 검사의 측정자내 측정자

간 신뢰도는 0.95 이상으로 1에 가까운 높은 신뢰도를 갖

는다[28].

2.3 재 

모든 상자는 어깨 설정 운동을 30분간 받았고 4주

동안 주 3회 실시되었다. 연구군은 테이핑 부착상태에서

어깨 설정 운동을 하 고 조군은 어깨 설정 운동

만을 하 다. 테이핑 부착은 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

으며,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즉각 으로 제거하도록 교

육하 다.

2.3.1 몸통  테 핑 재

연구 상자에게 지지하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곧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 다. 만약 한 곧은 자세를 유

지하기 힘들다면 연구자가 도움을 주어 자세를 유지하도

록 하 다. 그 뒤 착식 탄력 테이 (Benefact, Nippon

Sigmax Co. ltd, Japan) 1개를 이용하여 비 손상 측 척추

세움근에 일자로 부착하 다. 테이핑 용에 앞서 신체

길이에 맞게 테이 를 자른 뒤 척추세움근의 이는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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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는곳 방향으로 테이 를 충분히 늘려 부착하 고 이때

테이 의끝과끝은긴장되지않게 용하 다[12](Fig. 1).

[Fig. 1] electrode placements and tapping attachment

2.3.2 어 뼈 (scapula setting) 재

연구자는 연구 상자의 에 앉은 자세에서 손상 측

어깨 의 모든 방향으로 압박하여 움직임을 주어 인식을

증가시키며 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체 을 경감 시키

고 어깨 가 아래방향을 향하도록 하 다. 어깨 의 아

래각이 같은 쪽 엉치엉덩 방향으로 근수축을 요구하

고 몸통으로부터 어깨 동 조 을 하도록 한 다음

양손을 테이블 방향으로 향하여 체 을 지지한 상태에서

어깨 의 들임과 내 을 유도하 다[5].

2.4 료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도우용 SPSS 20.0 로그

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기술통계를사용하여표 편차를나타낸뒤Pearson

카이제곱과 맨 휘트니(Mann-Whitney) U 검정 방법을

이용하 고, 연구군과 조군의 재 ·후 몸통근 활성

도, 몸통 손상 척도, 팔 기능 검사 비교는 콕슨 부호 순

(Wilcoxon Signed-ranks) 검정, 연구군간 재 ·후

차이 비교는 만 휘트니(Mann-Whitney) U검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모든 유의수 의 α는 .05로 하여 분석

처리하 다.

3. 결과 

3.1 연  상   특

본연구 상자의일반 인특성은다음과같다(Table 1).

연구군의평균나이는57.80±10.59세, 평균키는170.20±6.76cm,

평균 몸무게는 72.50±7.28kg, 평균 발병 기간은 11.40±4.43

개월, 평균 K-MMSE 수는 26.40±1.43 , 성별은 남성

9명, 여성 1명, 마비측은 왼쪽 4명, 오른쪽 6명, 유형은 경

색 8명, 출 2명 이 다. 조군의 평균 나이는

58.80±12.31세, 평균 키는 167.10±6.80cm, 평균 몸무게는

71.80±7.91kg, 평균 발병 기간은 10.20±3.29개월, 평균

K-MMSE 수는 26.80±2.04 , 성별은 남성 8명, 여성 2

명, 마비측은 왼쪽 3명, 오른쪽 7명, 유형은 경색 7명, 출

3명 이 다. 두 군간 일반 인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10

Control

group n=10
p

Age

(years)
57.80±10.59 58.80±12.31 .649a

Height

(cm)
170.20±6.76 167.10±6.80 .251

Weight

(kg)
72.50±7.28 71.80±7.91 .593

Disease duration

(month)
11.40±4.43 10.20±3.29 .648

K-MMSE

(point)
26.40±1.43 26.80±2.04 .758

Gender

(male/female)
9/1 8/2 0.531 b

Paretic side

(left/right)
4/6 3/7 .639

Etiology

(infaction/hemorrhage)
8/2 7/3 .606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p<0.05,
aMann-Whitney U test, bPearson chi square test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3.2 재 ·후  간 몸통 근활 도, 몸통

    상척도,   수 비  

연구군과 조군의 몸통 근활성도 몸통손상척도, 팔기

능 수 비교는 다음과 같다<Table 2>. 연구군에선 등

세모근(p<.05)과 넓은등근 활성도(p<.01), 몸통손상척도

(p<.05) 팔 기능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고(p<.05),

조군에서 등세모근과 넓은등근 활성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p>.05) 몸통손상척도 팔 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두 군간 재 ·후 변화 비교

는 연구군이 조군 보다 몸통손상척도, 팔 기능 수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p<.05), 등세모근, 넓은등근 활

성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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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10

Control

group n=10
p

UT

%RVC

pre 103.94±27.68a 98.03±27.93

post 119.55±27.87 109.71±31.13

mean rank 10.70 10.30 .880c

p .009†b .059

LD

%RVC

pre 97.79±16.16 102.22±13.05

post 108.50±18.03 109.98±17.94

mean rank 11.60 9.40 .406

p .009† .126

TIS

(point)

pre 12.40±3.60 11.10±3.45

post 13.80±3.97 11.50±3.41

mean rank 13.50 7.50 .016*

p .010* .046*

MFT

(point)

pre 11.30±6.07 10.60±5.36

post 13.00±5.36 11.00±5.21

mean rank 13.00 8.00 .044*

p .017* .046*

UT%RVC: upper trapezius muscle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LD%RVC: latissimus dorsi muscle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TIS: Trunk Impairment Scale, MFT: Manual Function Test of

upper extremity, *p<0.05, †p<0.01, aMean±standard deviation,
bWilcoxon Signed-ranks, cMann-Whitney U test

<Table 2>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4. 고찰 

본연구에서는 4주간 어깨 설정 운동에 몸통 교정테

이핑 융합이 뇌졸 환자의 몸통근 활성도, 몸통 균형

팔의 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

다. 뇌졸 환자는 신경학 손상으로 마비가 나타나

쪽돌림근 약화[3],와 어깨의 근수축 패턴 변화로 팔 기능

에 장애를 가진다[4]. 여기에 비 칭 인 몸통조 로 인

해 발생한 균형 상실[9]과 몸통 구조 변화 자세결함은

팔의 기능을 더욱 악화 시킨다[4,11,12].

본 연구 결과 연구군에서 마비측 등세모근과 넓은

등근 %RVC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MG를 통한 몸통근 활성도 연구

에서 정상인과 뇌졸 환자 마비측 근활성도를 비교해

봤을 때 뇌졸 환자는 몸통의 등장성 수축 시 넓은등근

활성도가 유의한 감소를 보 고[8], 등굽음된 뇌졸 환

자 방 머리 자세 정렬을 개선시키기 해 목 끌어당김

운동과 호흡재교육 운동을 용한 Lee[24]의 연구에서

재 후 마비측 등세모근 넓은등근 %RVC활성도에

유의한 개선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하지

만 Lee 와 Lim[29]연구에선 마비측 어깨에 비탄력 테이

핑을 용하 을 때 등세모근과 어깨세모근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앞톱니근과 아래등세모근은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

은 근 도의 측정방식과 테이 의 재료 부착방향에

한 차이로, 이 연구에서는 팔의 근활성도를 알아보기

한 %MVIC(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근 도 연구 고, 본 연구에서는 몸통 근활성도를 알아

보기 한 %RVC 근 도 연구이므로 측정 방법 간 차이

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뇌졸 환자는 마비측 팔 사

용 시 반 측 몸통 근활성도가 지연되어 선행 자세조

이 어렵게 되는데[30], 본 연구에서 부착한 테이핑 방

법은 반 측 척추세움근에 부착하여 등굽음된 몸통을 교

정하기 한 재방법으로, 테이핑의 효과 피부 수용

기 활성을 통한 감각 단서(postural cue) 인식과[13], 선행

자세조 변화로 인해[31] 몸통근 활성도 증가에 개선

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군과 조군은 몸통 손상 척도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연구군이 조군보다 더욱

유의한 개선을 보 다. ŞŞimşşek등[20]은 자세 정렬을

개선시킬 목 으로 탄력테이 를 뇌성마비 아동의 양측

부척추근육(paraspinal muscles)에 부착한 결과

SAS(Sitting Assessment Scale), GMFM(gross motor

function measure) 총 수와 앉기 항목에 유의한 증가를

보 고, 비슷한 목 으로 뇌성마비 아동에게 일반 물

리치료와 척추세움근에 테이핑을 동시 용하여 일반

물리치료와 비교했을 때 골반 비틀림각도 척추 가쪽

, GMFM 앉기 서기 항목 수, 소아용 버그균형척

도 수의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다[21]. Capecci등[13]

은 가쪽굽힘된 킨슨환자의 몸통을 교정시킬 목 으로

양쪽 척추세움근에 테이핑을 용한 결과 앞쪽 굽힘

가쪽 굽힘 각도의 감소와 버그균형척도 수의 증가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용방법과 결과를 뒷받침해 다.

뇌졸 환자의 앉은 자세에서 자세조 은 몸통 앞굽음이

감소할수록 개선되므로[32], 본 연구에서 용한 몸통 교

정테이핑이 몸통 폄을 일으켜 뇌졸 환자의 몸통 손상

척도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팔 기능 변화에서 연구군과 조군은 모두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고, 연구군이 조군 보다 팔 기

능에 더욱 개선된 효과를 보 다. 몸통 조 을 통한 팔

기능 개선연구를 살펴보면 Lee 등[33]은 몸통 안정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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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팔 기능(MFT)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

Michaelsen 등[34]은 팔의 움직임 시 몸통의 앞쪽 굽힘과

돌림을 방지하기 해 몸통을 고정하 을 때 어깨와 팔

꿉 의 가동범 가 증가하 으며 두 간 응능력

이 개선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 용한 몸통 교정테이

핑 방법과 마비측 팔에 테이핑을 추가 용하고 비 마비

측 움직임을 억제 한 연구에서는 Jebsen-Taylor 손기능

검사, 장악력, 팔 기능 검사(MFT), 일상생활능력 평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에 유의한 개선

을 보여[18]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이러한 이유

는 가쪽굽힘된 몸통자세나 굽힘된 몸통자세보다 립 자

세(neutral posture)가 Jebsen-Taylor 손기능검사 시간이

빠른 것으로 보아[35], 등 의 바른 자세가 어깨 의 운

동학 변화와 가동범 증가, 근력 증가에 련성

이 있고[36], 본 연구에서 용한 어깨 설정 운동은 근

육의 수축과 움직임을 통해 가슴우리로부터 어깨 가 최

의 치로 놓이게 함으로써 팔 기능개선에 효과 인

재방법 이므로[5], 몸통 교정테이핑을 통한 몸통 자세

조 과 어깨 설정운동 융합치료가 뇌졸 환자의 팔

기능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뇌졸 환자에게 용한 몸통 교

정 테이핑과 어깨 설정운동 동시 용이 어깨 설정운

동만 용했을 때 보다 뇌졸 환자의 몸통근 활성도, 몸

통손상척도, 팔 기능 개선에 더욱 효과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몸통 교정 테이핑은 이 연

구의 테이핑 보다 테이 단 횟수도 고 용방법이

간단하므로 뇌졸 환자의 팔 기능 개선이 가능한 거울

치료나[37],작업치료[38], 동작 찰 과제지향훈련[39],

가상 실기반 훈련[40], 는, 몸통 기능에 효과 인 기계

승마치료[41]와 융합이 가능한 장 과 치료시간 이외

에도 용 가능한 장 을 잘 활용한다면 향후 신경계 물

리치료에 보다 정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4주간 재기간은 짧았고 치료실에

서 시행하는 다른 재방법의 간섭효과를 배재하지 못하

여 모든뇌졸 상자에게 일반화시키기엔 다소 어렵다.

한, 근 도 연구에서 등세모근, 넓은등근에 한 척

추 폄 자세(erect position) 특성상 %MVIC가 아닌

%RVC방법으로 평균 근활성도를 확인하 지만 개별 근

수축 개시시간에 한 연구를 하지 못한 제한 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근수축 개시시간의 연구와 함께

다른 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통 교정테이핑의

즉각 인 효과와 장기간의 효과의 차이를 연구한다면 더

욱 임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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