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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키네시오테이핑과 경피신경전기자극을 결합 적용하여 단일방법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 29명을 대상으로 테이핑군(10명), 경피신경전기자극군(10명), 테이핑과 경피신경전기
자극 결합한 결합군(9명)으로 나누었다. 중재기간은 4주간 주 5회, 30분씩 실시하였다. 평가에는 Timed Up & Go 
(TUG)와 Berg balance Scale(BBS)를 이용하여 균형평가를 실시하였고 보행 평가는 Functional Gait Assessment 
(FGA)와 10‐metre walk test를 이용하였다. 삶의 질 평가는 EuroQol-5 dimension (EQ-5D)를 이용하였다. 연구결
과 세 군 모두에서 TUG, BBS, FGA, 10 meter walk test, EQ-5D에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다(p<.05). 세 군간 중재효
과 비교에서 결합군이 나머지 두 군보다 FGA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피신경전기자극과 테이핑 결
합이 단일적용 보다 FGA에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FGA를 제외하고 다른 변수간에 차이가 없었으므
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 수와 중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경피신경전기자극, 테이핑, 뇌졸중, 균형, 보행, 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kinesio tapping with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o single intervention in chronic stroke patients. 29 strok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aping 
group (n = 10),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group (n = 10), and taping with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group (combined group n = 9). The intervention period was 
5 times (30min) per week for 4 weeks. Timed Up & Go (TUG) and Berg Balance Scale (BBS) were used 
for balance evaluation. Functional Gait Assessment (FGA) and 10-meter walk test were used for gait 
evaluation. The quality of life evalu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EuroQol-5 dimension (EQ-5D).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UG, BBS, FGA, 10-meter walk test, and EQ-5D in all three groups 
(p <.05). In the comparison of the intervention effects between the three groups, the combined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FGA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This study showed that taping 
with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is more effective for FGA than single method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except for FGA. Therefore, more subjects 
and intervention period will be needed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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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 환자는 뇌손상 후 신경학적 결손으로 신체적 

장애가 나타난다[1]. 뇌졸중 환자의 발목관절은 약화나 
경직으로 인해 병적보행을 초래하고[2], 바로 선 자세에
서 비마비측 발목으로 체중이동을 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3]. 비마비측 발목관절 보상 움직임이 반드시 만족
할만한 균형이 될 수 없고[3], 대칭적인 보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2], 마비측에 대한 발목관절 중재가 균형 및 
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2,3]. 최근 균형 
및 보행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유수용감각 회복, 경직 
감소, 근수축력을 증진시키는 치료적 운동이 뇌졸중 환자
의 발목관절 주변 근육에 적용되고 있다[4]. 하지만 단기
간의 운동만으로 다리기능에 관한 회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다양한 치료방법들과 결합된 발목관절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5,6]. 

경피신경전기자극 치료는 운동신경 역치 이하의 강도
로 전기자극하여 직경이 큰 감각 섬유의 자극을 통해 통
증을 감소시키는 물리적 인자치료 방법이다[7]. 경피신경
전기자극 치료는 안전하고, 금기사항이 적으며, 가정에서
도 사용가능한 이점이 있다[7]. 경피신경전기자극을 발과 
발목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발바닥 굽힘의 고유수용감각 
증가 및 발바닥 굽힘근력 증가, 보행 및 균형능력 개선에 
효과적이다[8]. 경피신경전기자극은 뇌의 가소성 변화에
도 일정부분 기여하며[9],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뇌졸중 
환자의 경직관리나, 운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
용되고 있다[10].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고빈도(100Hz) 
경피신경전기자극은 척수에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을 분
비하여[11], 시냅스 이전 억제 증가기전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발목관절 경직을 감소시킨다[6,11,12]. 하지만 다
른 중재 개입 없이 경피신경전기자극 단일 치료만으로 
신체기능 개선에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13], 운
동치료와 결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5].

키네시오 테이핑은 탄력 테이프를 근육 결에 따라 피
부에 부착하여 신체 움직임 개선에 부가적인 효과를 나
타내는 중재방법이다[14]. 키네시오 테이핑은 테이프의 
탄성에 의해 부착 방향에 따라 관절가동범위가 증가하고
[15], 피부에 부착하므로 기계수용기를 촉진하여 균형능
력을 향상시킨다[16].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근육 
이완 및 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도와준다[17].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테이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18], 단일 효과에 대한 근거가 아
직 부족하다는 연구보고도 있기 때문에[19], 더 많은 연

구와 다양한 중재 결합이 이루어 저야 한다. 
이처럼 경피신경신경전기자극 치료나 키네시오 테이

핑은 단일 적용보다 치료적 운동과 결합하여 적용하였을 
때 더 뇌졸중 환자의 신체기능에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
[5,20]. 또한 운동치료 단일적용 보다 키네시오 테이핑이
나 경피신경전기자극을 추가 적용했을 때 신체기능 증진
에 더욱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있다[21,22]. 하지만 뇌
졸중 환자에게 경피신경전기자극과 키네시오 테이핑을 
결합하여 각각의 단일 적용과 비교한 연구는 현재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키네시오 테이핑과 
전기치료의 하나인 기능적 전기자극을 발목관절 주변에 
동시에 적용하여 각각의 단일적용과 비교한 연구가 있지
만[23], 이 연구의 초점은 근육의 활성도를 알아보는 것
이었고, 보행 기능 측정으로 TUG, 10m 보행을 확인하여 
보행 시 다양한 기능적 활동이나 신체활동과 더불어 정신적 
만족을 포함하는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삶의 질은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뇌졸중 환자
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질병관리와 건강케어와 함께 고려
되어야할 문제이다[24]. 특히 삶의 질의 여러 가지 개념 
중 건강이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개념을 일컫는 건강관
련 삶의 질은 장애를 동반하고 살아야하는 뇌졸중 환자
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
며[25], 뇌졸중 이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어지고 있다[26,27]. 국외의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
한 연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연구정보
서비스(www.riss.kr) 전문검색을 통해 ‘뇌졸중 삶의질’이
라는 검색을 해보면 1990년대 85편에 불과했던 국내학
술지 논문이 2018년 현재 202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
한적으로 이루어져오던 뇌졸중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간호 영역에서의 연구
가 주로 이루고 재활 영역의 연구에서도 중재 후 삶의 질
이 향상되었다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발목 테이핑과 경피신경전기자극이라는 신경계 물리치료 
재활적용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능력 개선뿐 아니
라 건강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또한, 경피신경전기자극은 근수축을 유도하
지 않기 때문에 근피로 위험이 적고 테이핑도 움직임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피부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
금까지 두 중재방법이 단일방법으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만 두 중재방법을 결합하여 적용한 방법은 부족한 실정
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키네시오 테이핑과 경피신경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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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결합 및 단일적용을 통한 치료의 효과비교가 물
리적인 치료개선 효과 뿐 아니라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
에도 효과적이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
지 경기도에 소재한 A 재활병원과 P요양병원에서 재활
의학과 의사에 의해 뇌졸중 진단받은 30명을 모집하였
다. 모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은 정상의 인지수준(MMSE-K 24점이상)으로 의사소통
이 가능한 자, 독립적으로 14m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수정된 Ashworth 척도(modified ashworth scale, 
MAS) 점수가 2이하인 자, 침-통각 검사에서 심각한 감
각결손이 없는 자,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발등 굽힘·발바닥 
굽힘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30명의 연구대상자는 경피
신경전기자극과 테이핑을 결합한 결합군, 경피신경전기
자극군, 테이핑군으로 각각 10명씩 나누어 배치하였다. 
하지만 결합 적용 대상자 중 한명의 환자에서 피부당김
의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향후 연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따라서 최종 연구진행 대상자는 모
두 29명 이었다(결합군 9명, 테이핑군 10명, 경피신경전
기자극군 10명). 모든 절차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사전평가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시하였
고 사후평가는 4주후 모든 중재가 끝나는 날 실시하였다.

2.2 중재방법
중재는 4주간 이루어졌다. 4주의 기간 동안 일반적인 

운동치료가 주 5회, 1일 30분씩 적용되었다. 일반적 운
동치료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마비측 발목관
절 근육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
였다[4]. 테이핑군은 테이핑을 적용한 상태에서 운동치료
를 실시하였고, 경피신경전기자극군은 경피신경전기자극
을 적용한 상태에서 운동치료를 실시하였다. 결합군은 테
이핑과 경피신경전기자극을 함께 적용한 상태에서 운동
치료를 실시하였다. 

2.2.1 발목 테이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테이프는 폭 5cm, 접착식 탄력테

이프(Atex Pro, Atex, Korea)가 사용되었다. 테이프 부
착 전 신체에 길이에 맞게 절단하였고, 접착면에 붙어있
는 종이를 제거 후 마비측 발등굽힘근에 적용하였다. 우
선 기본적으로 테이프의 끝과 끝은 탄성을 적용하지 않
았다. 2인치 정도 되는 테이프 한쪽 끝을 정강뼈 몸통 중
간 부위에 부착하고, 최대한 발등굽힘한 상태에서 
50-75% 탄성을 적용하여 발허리뼈 바닥(base)부위에 2
인치를 남겨두고 부착하였다. 나머지 2인치 정도 되는 반
대쪽 테이프 끝을 발허리뼈 먼쪽부위에 부착하여 고정하
였다. 이때 테이프의 중간 부분은 탄성이 적용된 채로 발
등 및 정강이에 달라붙지 않아 틈이 생겼는데 최대한 발
바닥 굽힘을 하여 몸쪽에서 먼쪽방향으로 테이프를 눌러 
피부에 밀착시켰다[28]. 

2.2.2 경피신경전기자극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피신경전기자극기(Novastim 

CU-FS1, CU Medical Systems, Korea)는 휴대용 전기
자극기로 본 연구에서는 TENS mode를 사용하여 연구
가 진행되었다. 전극 배치는 마비측 종아리 신경에 전극
을 배치하였고, 양극을 가쪽 복사뼈 부위에, 음극은 
10cm 몸쪽 부위에 부착하였다[12]. 주파수(frequency)
는 0~100Hz, 맥동 폭(pulse with)은 20~700㎲, 강도는 
가시적인 수축이 나타나는 역치 바로 전 크기로 설정하
였다. TENS의 적용 시간은 30분으로 결합군의 경우 테
이핑 부착상태에서 TENS를 적용받았다. 

2.3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각 평가의 보행로는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되었고, 평가자는 약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
며, 안전사항을 숙지한 한 명의 연구보조가 낙상방지를 
위해 대상자 옆에 대기하였다. 모든 평가는 물리치료경력 
5년 이상의 치료사가 평가하였으며, 각 평가마다 2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평가 순서는 기능적 보행 평가, 
버그 균형 척도,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10m 보행 순으로 
실시되었다. 전체 평가시간은 약 2시간동안 소요되었다.

2.3.1 균형능력평가
가)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imed Up & Go)
뇌졸중 환자의 동적 균형과 운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방법은 대상자
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어 앉고 시작 소리와 함께 
일어나 전방 3m에 위치한 표시지점을 돌아와 앉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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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초단위로 기록하였다[29]. 측정 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한 번의 연습을 거쳤고 세 번 평가한 후 평균값을 측
정값으로 사용하였다.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일어나 걸어가
기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95의 신뢰성을 보였다[30].

나) 버그 균형 척도 검사(Berg balance Scale, BBS)
뇌졸중 환자의 앉기, 서기, 자세 변화 시 기능적 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버그 균형 척도를 실시하였다[31]. 
이 측정도구는 전체 14개의 항목으로 각 항목 당 점수는 
0점부터 4점까지의 5점 척도이고 총 점은 56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균형이 좋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은 의자
의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기, 한 다리로 
서 있기, 두 발을 붙이고 잡지 않고 서있기,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고 서있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돌
아보기, 선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뻗쳐 내밀기, 바닥에 있
는 물건을 집어 올리기, 두 눈을 감고 잡지 않고 서 있기,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기, 의
자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두고 서있기,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선 자세에서 앉기, 
일정한 높이의 발판 위에 발의 교대로 놓기로 구성되어
진다. 버그 균형 척도를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신뢰도는 0.98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기록한다[32].

2.3.2 보행능력평가
가) 기능적 보행 평가(Functional Gait Assessment, FGA)
보행 시 동적 보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적 보행평가를 사용하여 평
평한 지면에서 보행하기, 보행 속도를 변경하기, 보행하
면서 옆으로 머리를 돌리기, 보행하면서 상하로 머리를 
움직이기, 보행하다가 한 발을 축으로 해서 돌기, 장애물 
위를 지나 걷기, 좁은 기저면에서 걷기, 눈을 감고 걷기, 
뒤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를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점
수는 최소 0점 최대 3점으로 4점 척도이고 총 점은 30점
으로 적용하였다[33].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보행 평가 
총합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0.92-0.95, 측정자간 신뢰도
는 0.91로 높은 수준을 갖는다[34].

나) 10m 보행 검사(10‐metre walk test)
뇌졸중 환자의 직선 보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바닥

에 14m의 보행로를 표시하여 10m 보행 검사를 측정하
였다. 대상자는 보행로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걷는데, 가
속과 감속시간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과 끝 2m를 제외한 

10m의 걸음 거리를 측정하였다. 스톱워치(아이폰 7 
A1784 ,Apple, 미국)를 통해 1/100초(sec)단위로 기록
하였으며, 본 연구의 보행로는 치료실에 위치한 편평한 
지면에서 설치되었다.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10m 보
행검사의 측정자내, 측정자간 신뢰도는 각각 0.95–0.99, 
0.87–0.88을 갖는다[35]. 

2.3.3 삶의 질 평가
가) 건강관련 삶의 질 검사(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est) 
뇌졸중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EuroQol Group에 의해 개발된 EuroQol-5 dimension 
(EQ-5D)이 사용되었다. 이 평가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졌고, ‘전혀 문제없음 (1점)’, ‘다소 문제 있음 (2
점)’, ‘많이 문제 있음 (3점)’의 3점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가중치로 계
산된 공식 ‘0.050 + 0.096 × M (운동능력) 2 + 0.418 
× M (운동능력) 3 + 0.046 × SC (자기관리) 2 + 0.136 
× SC (자기관리) 3 + 0.051 × UA (일상활동) 2 + 0.208 
× UA (일상활동) 3 + 0.037 × PD (통증·불편감) 2 + 
0.151 × PD (통증·불편감) 3 + 0.043 × AD (불안·우울) 2 
+ 0.158 × AD (불안·우울) 3 + 0.050 × N3’이 이용되었
다[36].  모든 수준이 3점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시간교환법(time trade-off, TTO)으로 
산출하였을 때 -0.171점이 계산되고, 모든 수준이 1점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최상의 상태로 시간교환법으로 
산출하였을 때 1점이 계산된다. EQ-5D는 대한민국 국
민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신뢰성과 타
당성이 입증되었다[37].

2.4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데이터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0.0)
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
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정규성 검정은 콜모고로프-스미르
노프 검증(Kolmogorov-Smirnov Test)통해 확인하였
고, 세 군 내 중재 전·후 FGA, BBS, TUG, 10m 보행의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정, 세 군간 중재 후에서 중재 전의 
차이값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이용하였다. 사
후 검정은 최소유의차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α=.05로 유의수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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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aping group(n=10) TENS group(n=10) Combined group(n=9) p
Age(yr) 57.40±9.66 56/80±15.83 58.33±9.59 .963

Height(cm) 166.00±10.40 165.90±6.98 166.33±11.74 .995
Weight(kg) 62.20±9.01 68.90±5.47 67.00±9.91 .838

K-MMSE (score) 26.40±2.17 26.80±2.44 27.44±2.55 .637
Duration (months) 12.00±4.11 11.80±4.34 12.22±4.09 .976

Affected side Left(4)/Right(6) Left(3)/Right(7) Left(3)/Right(6) .882
Gender Male(7)/Female(3) Male(9)/Female(1) Male(7)/Female(2) .539

Values are shown as the Mean±SD, *p<.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

Classification aTaping group
(n=10)

bTENS group 
 (n=10) cCombined group (n=9) p

(post-hoc)

dTUG(sec)
pre 25.80±6.55 30.70±6.98 28.00±5.52
post 24.85±6.22 29.10±7.02 25.89±4.78
diff -.95±1.01 -1.60±2.07 -2.11±2.09 .376
p .016* .037* .016*

eBBS 
pre 34.60±4.70 32.90±6.94 33.44±6.19
post 35.60±4.84 35.40±7.86 36.00±5.33
diff 1.00±1.24 2.80±2.86 2.56±1.59 .123
p .032* .015* .001**,

10‐metre walk test 
(sec)

pre 23.30±6.75 26.80±6.81 25.56±6.42
post 22.40±7.00 24.70±6.04 22.89±5.33
diff -.90±1.10 -2.10±2.42 -2.67±2.18 .156
p .029* .023* .006**,

fFGA
pre 13.20±3.88 10.90±4.46 11.11±4.40
post 13.90±4.58 12.20±4.29 13.56±4.39 c>a,b
diff .07±.95 1.30±1.34 2.44±.88 .006
p .045* .013* .000**,

gEQ-5D
pre .68±.20 .75±.14 .72±.15
post .78±.13 .84±,10 .82±.14
diff .11±15 .09±11 .09±.08 .939
p .047 .034 .008

Values are shown as the Mean±SDaTaping group, bTENS group, cCombined group dTimed Up & Go; eBBS, Berg balance Scale; fFGA, Functional Gait Assessment; gEQ-5D, EuroQol-5 dimension; *p<0.05, p<0.01**, 

Table 2. Comparison of TUG, BBS, 10meter walk test, FGA in three groups        (n=29)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세 
군간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
군 간에 동질 하였다(p>0.05).

3.2 중재 전·후 TUG 변화 비교  
TUG 변화 비교는 Table 2와 같다. 세 군 모두 중재 

전·후 TUG(sec)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하지만 세 군
간 중재 후에서 중재 전 차이 값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3 중재 전·후 BBS 변화 비교 
BBS 변화 비교는 Table 2와 같다. 세 군 모두 중재 

전·후 BBS 점수에 유의한 증가가가 있었다. 하지만 세 군
간 중재 후에서 중재 전 차이 값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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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재 전·후 10m 보행속도 변화 비교 
10m 보행속도 변화 비교는 Table 2와 같다. 세 군 모

두 중재 전·후 10m 보행속도(sec)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
다. 하지만 세 군간 중재 후에서 중재 전 차이 값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5 중재 전·후 FGA 변화 비교 
FGA 변화 비교는 Table 2와 같다. 세 군 모두 중재 

전·후 FGA 점수에 유의한 증가가가 있었다. 중재 후에서 
중재 전 차이 값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LSD 검
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분석한 결과 결합 적용군이 
단일 적용한 두 군보다 FGA 점수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
다(p<0.01).

3.6 중재 전·후 EQ-5D 변화 비교  
EQ-5D 변화 비교는 Table 2와 같다. 세 군 모두 중

재 전·후 EQ-5D 점수에 유의한 증가가가 있었다. 하지
만 세 군간 중재 후에서 중재 전 차이 값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4. 토의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발목 테이핑

과 경피신경전기자극을 일반적 운동치료와 결합하여 균
형 및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한 연
구이다. 

전체 29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테이핑군(10명), 
경피신경전기자극군(10명), 테이핑과 경피신경전기자극
을 결합한 결합군(9명)으로 나누어 각 연구군내 중재 전
과 중재 후 변화와 세 군간 차이변화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테이핑군과 경피신경전기자극군, 결합군은 중재 
전·후 FGA 점수, 10m 보행속도, BBS 점수, TUG 속도
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부착한 테이핑 방법은 테이프 부착으로 
증가된 피부당김이 관절 위치를 인식하고 제한된 발목움
직임을 교정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적용되었다[28]. 본 연
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 명의 뇌졸중 환자에게 테이프
를 부착한 연구에서는 발목 운동과 결합하여 4주간 적용
한 결과 동적 보행 지수의 항목 중 보행하면서 장애물 넘
기와 4개의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에 증가를 보였고 총합
에도 증가를 보였으며 TUG에서도 50초에서 39.5초로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38]. Kim 등
(2012)은 앞정강근 테이핑 방법과 8자 테이핑 방법, 장
딴지근 테이핑 방법에 고유수용 운동조절 프로그램을 결
합하여 TUG, 10m 보행 속도 검사, 개안 및 폐안 상태의 
압력 중심이동, 안정성 한계를 유의하게 개선시켰고, 이
러한 이유로는 테이핑을 통한 고유수용감각 입력의 증가
로 나타난 결과라 하였다[20]. 때문에 테이핑 적용 후 나
타나는 피부 당김이 고유수용감각 입력을 증가시키고 관
절 움직임을 보조하여 균형능력 개선과 보행 증진에 효
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TENS 부착부위는 4개의 혈자리(족삼리, 태충, 양릉
천, 곤륜)[5], 안·가쪽 장딴지의 근복[6] 등 발목관절 주변
에 부착한 방법으로 모두 장딴지 신경이나 종아리 신경
에 자극을 통하여 시냅스 이전 억제를 증가시켜 경직 감
소 및 운동기능을 개선시켰다. 본 연구에서 부착한 
TENS 배치는 앞정강근과 장딴지근의 경직을 감소시키
기 위해 장딴지 신경에 적용되었다[12]. 장딴지근의 근복
에 경피신경전기자극과 기본 물리치료 결합은 뇌졸중 환
자의 자세 동요 거리와 경직 감소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
고[6], 뇌졸중 환자에게 경피신경전기자극과 과제-지향 
훈련 결합은 발등굽힘 및 발바닥 굽힘 근력, 발바닥 굽힘 
경직, 보행속도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는데[5], 이것은 전
기자극이 앞정강근에 운동유발 전위를 증가시킴에 따라 
반복적인 과제-지향 훈련이 대뇌겉질의 흥분성을 증가시
켰을 것이라 하였다[5]. 때문에 본 연구에 적용한 경피신
경전기자극이 균형 및 보행능력 증진에 효과를 보인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테이핑군과 경피신경전기자극군의 중재 전·
후 TUG 변화량 차이 비교에서 테이핑군 .95 초 감소하
였고, 경피신경전기자극군은 1.60초 감소였다. BBS는 테
이핑군이 1점 증가하였고, 경피신경전기자극군은 2.80점 
증가하였다. 10m 보행은 테에핑군의 경우 .90점 감소하
였고 경피신경전기자극군은 2.10점 감소하였다. FGA는 
테이핑군에서 .07점 증가하였고 경피신경전기자극군은 
1.30점 증가하여 경피신경전기자극군이 테이핑군보다 
전체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인 뇌성마비 환자에게 격자무늬 테이핑과 경피
신경전기자극을 목과 어깨에 각각 적용하여 통증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의 테이핑 적용은 현재통증지수가 
13.65에서 9.77로 감소하였으나 경피신경전기자극 적용
은 13.65에서 17,23으로 증가하여 테이핑이 보다 효과
적 이었다[39].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차
이가 있었는데, 이전 연구는 운동치료 중재를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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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점과 측정에 있어서 통증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던 것으로 사료된다. 가쪽관절융기
염 환자를 대상으로 테이핑, 경피신경전기자극, 테이핑과 
경피신경전기자극을 점진적 운동치료와 결합하여 비교한 
연구에서는 세 군 모두 위약군 보다 악력, 통증 압력, 휴
식시 통증. 손목 폄 검사 시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나,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22].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뇌졸중 환자였으므로 근골
격계 손상환자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뇌졸
중 환자는 보행의 문제는 발등굽힘근 약화와 장딴지근 
경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발목 운동
이 뇌졸중 환자의 BBS 점수 및 TUG 시간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4], 각 중재에 추가적으로 적용한 발목 운동 
효과가 발등굽힘에 도움이 되었다면 경피신경전기자극으
로 인한 장딴지근 경직감소 경직감소의 효과로 인해 테
이핑적용보다 경피신경전기자극이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세 군간 중재 전·후 변화량 차이 비교에서 
결합군은 나머지 두 군 보다 BBS, TUG, 10m 보행속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FGA 점수에서는 2.44점으로 
테이핑에서의 .07점, 경피신경전기자극에서의 1.30점보
다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트레드밀 중재에 기능적 전기
자극과 테이핑 결합적용은 각각의 단일적용과 비교 하였
을 때 다리 근활성도, TUG, 10m 보행속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으나, 결합적용은 TUG와 10m 보행에서 3.32초, 
1,88초가 감소하였던 반면 테이핑은 2.06, 1.39초, 기능
적전기자극은 2.08초, 1.18로 결합적용이 가장 많이 감
소되었다[23]. 본 연구의 결과에도 TUG와 10m 보행은 
결합적용군에서 2.11초, 2.67초로 감소하였고, 테이핑군
은 .95초, .90초, 기능적전기자극은 1.60초, 2.80초 감소하
여 결합적용군이 가장 많이 감소되었다.  더하여 FGA 점수
에는 결합적용이 다른 두 군보다 더욱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FGA 측정은 일반적인 보행속도 
안에 주어진 10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평가로 BBS보다 
민감도가 높은 측정도구이고[40], 보행하는 동안 균형능력
을 평가하기 적합하다[34]. 뇌졸중 환자의 보행 속도와 보
행의 시간적 비대칭(single-support asymmetry ratio)은 
주로 발등굽힘근 약화 때문에 영향을 받고, 발바닥 굽힘근 
경직은 보행의 공간적 비대칭(step length asymmetry 
ratio)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2]. 

본 연구에 적용한 테이핑은 발등 굽힘 보조를 일으키
고[41], 경피신경전기자극은 발바닥 굽힘 경직을 감소시
켜[6,12], 두 중재방법의 결합 적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했

기 때문에[22], TUG, 10m 보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것 같고 보행 측정 시 민감도가 높은 FGA에 더욱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측정은 테이핑
군, 경피신경전기자극군, 결합군 모두 중재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어깨 주변에 테이핑 
적용은 손 기능, 손과 어깨 관절가동범위, 일상생활동작
을 증가시키고[42], 뇌졸중 환자 마비측 팔과 다리에 부
착한 경피신경전기자극은 다리 경직과 계단오르내리기,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동작을 개선시킨다[43]. 신체기
능이 감퇴되는 뇌졸중 환자는 독립적인 뇌졸중 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욱 감소하고[44], 신체상태에 따라 삶의 질
은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45]. 본 연구에서 적용한 테이
핑과 경피신경전기자극은 신체적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
로 부착한 방법이었고,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은 우울과 
통증을 제외하고 모두 신체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항목
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신체기능을 의미하는 
TUG, BBS, 10m 보행, FGA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따라서 신체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삶의 질에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것은 본 연구에서 평가한 불안·우울 항목을 포함하여 삶
의 질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기능
[46], 손상부위[47] 때문일 수 도 있고, 심리적 원인인 우
울[44,45]에 의해 세 군간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조군의 부재로 테이핑 및 경피신경전기자
극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운동치료와 직접적인 비교
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TUG, BBS, 10m 보행, FGA평가는 보행의 양적 평가
만 알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와 같이 발목 경직 및 근활성
화에 관한 평가나 객관적인 보행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운동치료의 영향과 다양한 변화를 한다면 더
욱 효과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지
금까지 경피신경전기자극, 테이핑, 경피신경전기자극과 
테이핑 결합 중재가 뇌졸중 환자의 균형 및 보행능력, 삶
의 질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중재의 결합적
용이 단일 적용보다 FGA에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균형 및 보행, 삶의 
질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운동치료에 경피신경전기자극을 
더하여 중재하고, 한 번의 부착으로 치료시간이 24시간
인 테이핑 중재를 함께 적용한다면 치료실 밖 환자의 독
립된 공간까지 치료효과를 마련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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