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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훈련과 테이핑 융복합 적용이 뇌졸중 환자의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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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균형훈련과 동시에 장딴지근에 테이핑을 적용하여 발목관절 경직 및 균형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뇌졸중 환자 25명은 장딴지근에 테이핑을 적용한 상태에서 균형훈련을 한 연구군 
14명, 거짓 테이핑을 적용한 상태에서 균형훈련을 한 대조군 11명으로 나뉘었다. 경직 평가는 수정된 ashworth 척도로 
점수화 하였고, 균형능력 평가는 기능적 팔뻗기와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TETRAX를 이용하여 눈 뜨고 감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지수(stability index),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앞·뒤 체중지지도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군은 경직, 기능
적 팔뻗기, 일어나 걸어가기, 눈 뜨고 감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지수,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앞·뒤 체중지지도에 유의
한 개선이 있었다. 두 군간 비교에서는 연구군이 대조군보다 기능적 팔뻗기, 일어나 걸어가기, 눈 뜬 상태에서 안정성 지
수,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눈 감은 상태에서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앞·뒤 체중지지도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테이핑 적용상태에서 단기간의 균형훈련은 뇌졸중 환자의 경직 및 균형능력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부
에 손상 및 이상이 없는 뇌졸중 환자라면 균형재활에 있어 장딴지근 테이핑 적용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주제어 : 뇌졸중, 균형훈련, 테이핑, 경직, 발목
Abstract  The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 gastrocnemius taping with balance training 
on spasticity and balance ability of the ankle joint. A total of 25 strok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taping with balance training (n=14), a sham taping with balance training (n=11). Spasticity assesment was 
scored by modified ashworth scale. Balance ability assesment was performed by functional reach test (FRT), the 
timed up & go test (TUG). The stability index (SI), the left-right weight distribution (left-right WD), the 
toe-heel weight distribution (toe-heel WD) were analyzed in the eyes open conditions(EO) and eyes closed 
conditions(EC) conditions using by the Tetrax interactive balance system.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I, left-right WD and toe-heel WD in the EO and EC, MAS, FRT, TUG. In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a significant improvement was detected in FRT, TUG, SI and left-right WD in 
the EO, and left-right WD and toe-heel WD in the EC. It was found out that a short period of balance 
training with taping is effective on spasticity and balance ability in stroke patients. Therefore, any stroke patient 
without skin damage is encouraged to use the gastrocnemius taping for balance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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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중 환자는 신경학적 장애로 인해 대부분 균형에

장애를갖는다[1]. 뇌졸중환자는기립시비대칭적인체

중 지지로 인해 이마면에서 자세 동요가 증가하게 되고

[2], 몸의 동요가클수록행동의정확성도상실되게된다

[3]. 뇌졸중 환자의 자세동요에 기여하게 되는 원인으로

는 시각과 발목 관절의 고유수용 감각 저하에 있다[4].

이러한 뇌졸중 환자의 균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

각적되먹임과함께발목움직임을이용하여체중이동을

반복시킨 훈련이 이루어지고있다[5]. 이 balance trainer

균형훈련은 즉각적인 점수화가 가능하여 환자에게 동기

부여를 제공하며 게임을 기반으로 훈련을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반복적 학습보다 움직임

학습에 효과적이다[6].

최근엔 균형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된 balance

trainer는 한 가지 중재가아닌복합중재로불안정한지

지면[7], 경피신경전기자극[5]등을 결합하여적용하고있

다. 뇌졸중환자의비정상적신체기능중발목경직은속

도에 의존하는 반사에 영향을 주어 빠른 움직임에 반응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비정상적 반사는 발목을

뻣뻣하게 만든다[8]. 경직이 심해질수록 발은 처짐과 뒤

침변형을나타내게되어[9], 균형에 부정적인영향을더

하게되기때문에[10], 이러한경직을감소시키고균형능

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 결합이 balance trainer

균형훈련에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테이핑 중재는 접착성 탄력테이

프를 근육의 결에 따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신체에 맞게

제작이가능하고, 운동시움직임방해없이동시에사용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11]. 근육의 이는곳과 닿는곳에

적용했을시움직임을보조할수있고, 근긴장을완화시

킬수있으며, 신체교정도가능하기때문에다른운동치

료와 결합적용 했을 시 뇌졸중 환자의 고유수용감각 입

력에 개선을 가져다줄 수있다[11]. 뇌졸중 환자의 경직

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보톡스 주사 후 테이핑을 부착하

였을때뇌졸중환자의경직감소에효과적이었고[12,13],

테이핑 부착과 운동치료의 결합은 단일 운동치료 보다

몸통안정성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다[14]. 특히 고유수용

감각 훈련과 함께 아래 다리(lower leg)근육에 테이핑을

추가적용했을시균형능력개선을가져다주었고[15], 발

처짐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트레드밀 보행과 함께 한

테이핑 적용은 보조기 착용보다 앞정강근, 장딴지근, 넙

다리네갈래근 활성도와 발등굽힘 및 발바닥 굽힘 각도,

보행 속도에 더욱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16].

이러한 테이핑을 뇌졸중 환자의 발목에 적용한 이전

연구들로는 발등 굽힘근[17], 아래 다리(lower leg)근육

과 발목관절[15,16,18], 비탄력[19]을 적용한 연구로 발목

의발등굽힘을증가시켜보행과균형을증진시킨연구가

있지만발바닥굽힘근경직을감소시키는탄력테이핑에

관한연구가균형능력을개선시킨다는연구는현재미비

한 실정이다. 비록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에게 장딴지근

테이핑을 적용한 후 경직감소와, 균형능력 증진을 확인

한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의 대상자는 척수손상 환자와,

다발성경화증환자였고테이핑의효과를즉각적으로확

인하기위해단일적용으로시행된연구였다[20,21]. 현재

까지중추신경계손상환자에게적용된테이핑의단일효

과에 관한 근거는 아직 부족 하다[22].

이 연구에서시행하는중재방법은선행연구와는다르

게 장딴지근 테이핑을 balance trainer와 결합하여 적용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체되먹임 훈

련을 이용한 balance trainer에 테이핑을 추가 적용하여

뇌졸중환자의경직과정적및동적균형에대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연구는무작위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

으로되었으며, 경기도소재의 J 종합병원에입원한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는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나 컴

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을 통해 뇌졸중

진단 받은 30명을 대상으로 균형훈련을 병행한 장딴지

테이핑군(연구군 15명), 균형훈련을 병행한 거짓 테이핑

군(대조군 15명)을 15명씩나누어배치하였다. 대상자선

정은 한쪽 대뇌반구 손상으로 반쪽마비가 있는 자, 뇌졸

중진단받은지 6개월이상지난자, 10m 이상독립보행

이 가능한 자, 연구진행에 관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MMSE 24점 이상), 브룬스트롬 회복단계(Brunn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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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stage)가 3이상인 자, 수동 발등굽힘 가동범위

가 0° 이상(중립)이 가능한 자, 뇌졸중이외에 다른 신경

학적질환이없는자로하였고, 시각에이상이있거나피

부질환으로인해접착성테이프를붙이지못하는경우와

담당의사에 의해 연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연구와 목적을 충

분히 설명 후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동의서

서명을 받았으며, 확인 후 초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2주

간의 연구기간 중 대조군에서 2명이 퇴원, 2명이 개인사

정으로 포기했었고, 연구군에서 1명이 피부당김의 불편

감을 호소하여 전체 5명이 연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구군 14명, 대조군 11명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2.2 측정 방법
모든측정은한명의연구자가진행하였고, 낙상및안

전을위해한명의연구보조자가환자옆에대기하였다.

측정은 비 동시적으로 이루어 졌다. 측정의 순서는 정적

균형측정, FRT, TUG, MAS순으로하였고, 1분간휴식

후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모든 대상자는 테이핑 부착 전

초기평가가실시되었고연구군과대조군은각각테이핑,

거짓테이핑을부착한상태에서후기평가가이루어졌다.

2.2.1 수정된 ashworth 척도
      (modified ashworth scale, MAS)
뇌졸중 환자의 장딴지근 경직을 검사하기 위해 측정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수정된 ashworth 척

도(modified ashworth scale, MAS)를 실시하였다[23].

대상자는 의자에 앉은자세에서 1분간휴식을취하였

고연구자는대상자의발바닥을잡고발등굽힘방향으로

빠르게 수동 신장을 적용하였다. MAS는 0점부터 5점까

지(0, 1, 2, 3, 4, 5) 6점척도로구성되어있고점수가높을

수록 경직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다[24]. 본 연구에서는

임상10년차이상물리치료사가모든대상자를평가하였다.

2.2.2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timed up & go test, TUG)
뇌졸중 환자의 보행 시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을 위한 준비절차는

팔받침대가있는의자를지면에평평한곳에두고의자

를기준으로 3 m떨어진곳에반환점을표시하였으며보

행시간측정을위해스마트폰에내장되어있는스톱워치

(Galaxy Note5, Samsung, Korea)를 이용하여 1/100 초

단위로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출발”이라는

구두신호를주었고이때의자에일어서서반환점을돌아

다시 의자에 앉기까지 시간을 측정하였다. 뇌졸중 환자

에게 적용한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0.95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25].

2.2.3 기능적 팔 뻗기 검사
      (functional reach test, FRT)
뇌졸중환자의동적균형측정을위해치료실벽에대

상자의어깨높이로줄자를붙이고비마비측을이용하여

기능적팔뻗기(functional reach test)를측정하였다. 측정

의 첫 번째 자세는 치료실 벽 10 cm정도 떨어진 지점의

편평한지면위에어깨넓이로바로선다음팔을수평으

로유지하여세번째손허리뼈끝을측정하였다. 두번째

자세는 균형의 소실 없이 최대한 앞쪽으로 몸을 이동하

는데이때이동된손허리뼈끝의거리를다시측정하였

다. 두 번째 측정자세의 이동한 거리 (cm)에서 첫 번째

측정자세의 거리를 뺀 값을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26].

기능적 팔뻗기의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는 0.92, 측정자

간 신뢰도는 0.98로 높은 수준을 갖는다[27].

2.2.4 정적균형 검사(static balance test)
뇌졸중 환자의 정적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Tetrax(Sunlight Medical Ltd, Ramat Gan, Israel)을 사

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왼쪽과 오른쪽, 앞쪽과 뒤쪽으

로 나누어진 네 개의 독립적인 힘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힘판은발바닥수직압력을측정할수있다. 대상자는

바로선자세에서발을힘판위에올려놓고전방 3 m 지

점에위치한표식점을바라보게하여눈뜬상태에서좌

-우 체중지지도, 앞-뒤 체중지지도, 안정성지수를 32 초

간 측정하였다. 평가 시 앞-뒤 및 좌-우, 대각선으로 이

동하는 신체 압력 중심의 이동 정도를 합산하여 수량화

하였고, 눈감은상태에서측정은안대를착용하고눈뜬

상태에서 측정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Tetrax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자

동으로 분석된다. 좌-우 체중지지도는 오른발과 왼발의

체중지지도 분포를 나타내고, 앞-뒤 체중지지도는 앞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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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 foot)과 뒷발(rear foot)의 체중지지도를 의미하며,

50%에가까울수록체중지지도가대칭임을 의미한다. 좌

-우 체중지지도는 마비측 발을 기준으로 50%보다 적은

값을데이터값으로계산하였고, 앞-뒤 체중지지도는뒷

발을 기준으로 하여 50% 보다 적은 값을 선택하였는데,

만약 50% 보다 크다면 100에서 뺀 후 차이 값(100-50%

보다 큰 값)을 데이터 값으로 산출하였다. 안정성지수는

바로 선 자세에서 흔들림의 영역과 이동된 길이, 속도와

압력중심 이동 양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 값으로 점수

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 장비의

전체 안정성 지수 신뢰도는 ICC=0.850, 눈 뜬 상태에서

ICC=0.746 눈감은상태에서 ICC=0.818의 신뢰성을기록

한다[28].

2.3 중재 방법
본연구의중재기간은 2주간진행되었고주 5회, 전체

10회씩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연구 대상자는

balance trainer(Tetrax, Sunlight Medical Ltd, Ramat

Gan, Israel)를 이용한 균형훈련을 받았다. balance

trainer는 균형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

적·청각적피드백을이용한과제수행훈련이 가능한훈

련 장비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저장된 균형 훈련 프로그

램이모니터를통해나타날때해당훈련과제를수행하

였다. 과제가 나타나면 힘판을 위쪽과 아래쪽 왼쪽과 오

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모니터 상에 커서를

움직이게 하여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훈련을 하였다.

훈련과제구성은앞쪽-뒤쪽체중이동훈련, 왼쪽오른쪽

체중이동 훈련, 앞쪽-뒤쪽, 왼쪽-오른쪽, 대각선의 8개

방향균형훈련으로되었고세가지훈련당 10 분씩전체

30분실시하였다. 균형훈련점수가 80%이상향상된다면

난이도를한단계증가하여점진적으로적용하도록하였

다[5]. 연구군은테이핑부착상태에서균형훈련을실시하

였고, 대조군은 거짓 테이핑을 부착 받은 상태에서 균형

훈련을 실시하였다.

2.3.1 장딴지근 테이핑
     (gastrocnemius muscles taping)
본 연구를 위해 표준크기(폭 5cm)의 탄성 테이프를

이용하여 I자, Y자 테이핑 방법이 사용되었다(Temtex

Kinesiology Tape, Towatekkorea, Korea). I자테이핑방

법은 대상자가 엎드려 누운 후 무릎을 굽힘한 상태에서

발목 관절을 중립자세로 하여 테이핑을 적용받았다. 탄

성테이프는신체길이에맞게측정후절단하였다. I자모

양의 한쪽 끝은 발뒤꿈치 바닥에 부착하였고 테이프를

50-75%가량늘려아킬레스힘줄에부착한후반대쪽끝

은 탄성을 적용하지 않고 부착하였다[20]. 두 번 째 Y자

테이핑방법은대상자가엎드려누운후무릎을편상태

에서발목관절을중립자세로하여테이핑을적용받았다.

탄성테이프는 신체길이에 맞게 측정후 I자모양의 테이

프를 Y자모양으로절단하고탄성을적용하지않은상태

에서 부착하였다. 한쪽의 두꺼운 테이프는 발뒤꿈치에

부착하였고 절단된 양쪽 테이프 끝은 안쪽 가쪽 넙다리

뼈관절융기까지압력을제공하지않고부드럽게밀착시

켜 피부에 부착하였다[21]. 테이핑 적용은 I자 테이핑 적

용 후 Y자 테이핑을 겹쳐서 부착하였다.

2.3.2 거짓 테이핑(placebo taping)
거짓 테이핑의 방법은 종아리를 기준으로 세 부착점

을 연결하였을 때 가상의 역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발뒤

꿈치, 좌·우측 장딴지근의 근복 위 (종아리뼈 머리 뒤와

동일선상의 정강뼈 뒤쪽)에 테이핑 5 cm2를 세 지점에

부착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피부가려움증이나 피부당김

이 심하면 떼도록 교육하였다.

2.4 자료분석
통계프로그램은 SPSS 20.0을 이용하였다. 정규성 검

정은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으로 확인하였고카이 제곱(χ²-Test)과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이용하여 동질성을

나타내었다. 모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정규분포의 만족도에

따라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과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 test)을 이용하였다. 두

집단간사후측정값에대한사전측정값의차이비교는

만 휘트니 U 검정(Mann-Whirney U test)과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는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 알파를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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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군의 성별은 남성 11 명, 여성 3 명, 손상측 부위는

오른쪽 8 명, 왼쪽 6 명, 평균나이는 60.43±12.92 세, 평균

키는 165.00+-7.47 cm, 평균 몸무게는 65.00±8.71 kg, 평

균 발병기간은 10.36±2.76 개월, 평균 MMSE-K 점수는

26.93±2.30 점 이었다. 대조군의 성별은 남성 6 명, 여성

5 명, 손상측부위는오른쪽 5 명, 왼쪽 6 명, 평균나이는

65.45±6.47 세, 평균키는 159.91±6.99 cm, 평균몸무게는

59.63±7.93 kg, 평균 발병기간은 8.91±2.59 개월, 평균

MMSE-K 점수는 27.36±1.80 점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집단간일반적특성에유의한차이가없었으므로동

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14)

Control group
(n=11)

p

Gender
(male/female)

11/3 6/5 .201

Affected side
(right/left)

8/6 5/6 .561

age
(year)

60.43±12.92 65.45±6.47 .255

height
(cm)

165.00±7.47 159.91±6.99 .095

weight
(kg)

65.00±8.71 59.63±7.93 .126

Disease duration
(month)

10.36±2.76 8.91±2.59 .194

aMMSE-K
(point)

26.93±2.30 27.36±1.80 .612

a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p<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3.2 중재 전과 중재 후 두 집단의 기능적 팔 
    뻗기와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의 변화 비교 
두 집단의 기능적 팔뻗기와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의

변화는 <Table 2>와같다. 연구군에선기능적팔뻗기거

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일어나 걸어가기 속

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대조군에선 유의

한차이가없었다(p>0.05). 두군간중재후에서중재전

차이값 비교는 연구군이 대조군보다 기능적 팔뻗기, 일

어나 걸어가기에서 유의한 개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p<0.05).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14)

Control group
(n=11)

p

aFRT

pre 20.84±8.27 19.45±7.56 .671
post 28.44±7.74 20.11±7.45
diff 7.61±7.01 0.65±1.09 .004†

p .001† .075

bTUG

pre 24.44±19.02 20.06±10.50 .501
post 17.33±11.63 19.12±10.00
cm·r 9.29 17.73 .004†

p .001† .091
afunctional reach test, btimed up & go test,
cmean rank, *p<0.05, †p<0.01

<Table 2> Comparison of dynamic balance within 
and between groups

3.3 중재 전과 중재 후 두 집단의 수정된 
    ashworth 척도의 변화 비교 
두 집단의 수정된 ashworth 척도의 변화는 <Table

3>과같다. 연구군에선수정된 ashworth 척도점수가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대조군에선 유의한 차이

가없었다(p>0.05). 두군간중재후에서중재전차이값

비교는 연구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14)
Control group
(n=11)

p

aMAS

pre 1.71±0.83 1.73±0.90 .970

post 1.00±0.55 1.45±0.69

diff -0.71±0.83 -0.27±0.47 .127

p .006† .082
amodified ashworth scale, *p<0.05, †p<0.01.

<Table 3> Comparison of spasticity within and between 
groups

3.4 중재 전과 중재 후 두 집단의 눈 뜨고 눈 
감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지수, 체중지지
도 변화 비교

두집단의눈뜬상태에서와눈감은상태에서의안정

성 지수, 체중지지도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연구군

에선눈뜬상태와눈감은상태에서안정성지수가유의

하게 감소하였고(p<0.05), 왼쪽·오른쪽 체중지지도, 앞·

뒤 체중지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대조

군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두 군간 중재 후

에서중재전차이값비교는연구군이대조군보다눈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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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안정성 지수(p<0.05), 눈 뜬 상태에서와 눈 감

은상태에서의왼쪽·오른쪽체중지지도(p<0.05), 눈감은

상태에서 앞·뒤 체중지지도에서 유의한 개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14)

control group
(n=14)

p

eyes open
aSI

pre 40.60±17.48 41.34±17.91 .917
post 26.63±11.67 40.88±17.51
diff -13.97±9.82 -0.46±1.21 .000†

p .000† .232

eyes
closed
aSI

pre 43.38±17.86 45.35±15.50 .774
post 37.37±14.35 44.37±15.16
diff -6.01±8.93 -0.98±1.50 .079
p .026* .055

eyes open
bWD

pre 41.30±4.30 43.80±4.42 .168
post 46.06±3.22 44.07±4.29
diff 4.76±4.28 0.27±1.17 .003†

p .001† .469

eyes
closed
bWD

pre 41.89±4.60 43.31±3.96 .422
post 44.94±3.77 42.72±5.28
diff 3.06±4.24 -0.59±3.75 .035*

p .018* .615

eyes open
cWD

pre 39.38±6.58 39.17±3.99 .925
post 42.79±3.55 39.62±4.19
diff 3.40±5.45 0.45±0.84 .089
p .036* .104

eyes
closed
cWD

pre 38.72±4.74 38.02±3.95 .699
post 41.30±3.29 37.96±3.85
diff 2.58±2.90 -0.68±0.96 .008†

p .005† .819
astability index, bweight distribution (left·right), cweight distribution
(heel·toe), *p<0.05, †p<0.01.

<Table 4> Comparison of static balance within and 
between groups

4. 고찰 
상위운동신경 손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탄력테이핑은

단기간의 중재로 경직 감소와 균형능력 개선이 가능한

물리치료 방법이다[20,21]. 테이핑 적용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한방법이고움직임을방해없이동시에적용가능하

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다양한 부위에 적용되어 왔고,

그 결과로 균형능력증진에 효과적인 물리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정작 테이핑 적용 부위가 아래쪽 다리나,

발등굽힘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균형훈련 중 장딴지근에 테이핑을 부착하여 경직 및 균

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군은 MAS, 안정성 지수, 눈뜨고 감은

상태에서의 앞-뒤 체중지지도, 좌-우 체중지지도, 기능

적 팔뻗기, TUG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Tamburella 등[21]은 척수손상환자에게 탄력 테이핑

을장딴지근에 48시간부착한후MAS 감소, 눈감고, 눈

뜬상태에서압력중심이동감소, BBS 증가를보여본연

구에서나타난MAS 감소결과와일치하였다. 경직과관

련된테이핑연구에서건강인에게근육의주행방향과동

일하게테이프를부착하게되면근육을짧아지게만들어

근방추 부하를 감소시키고, 근수축 보조는 근육의 끝과

끝을근복쪽으로당겨골지힘줄기관에자극을주기때문

에이러한기전은근육의 α-운동신경원의감소율을나타

내는 H-반사를 감소를 가져다준다[29]. 이러한 기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장딴지근의 근육힘줄 접합부에 전기자

극을 통전했을 시 뇌졸중 환자의 경직을 감소시켰고, 이

것은 골지힘줄기관의 활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30].

Van der Salm 등[31]은 장딴지근에 전기자극을 한 후

MAS의 감소를 보였는데 선행연구자는 근수축을 통한

혈류량 증가가 MAS 감소의 원인일 것이라 보고하였다.

테이프효과중테이프주름은표피를들어올려혈액순

환을 증진시킬 수 있다[32]. 따라서 균형훈련과 동시에

시행한장딴지근테이핑방법은장딴지근수축을보조하

여 근육의 힘줄에 위치한 골지힘줄기관 자극을 통해 α-

운동신경원의흥분성을감소시켜경직을줄였을수있지

만운동후근수축과테이프로인한혈류량증가가영향

을 미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의 balance trainer만 시행한대조군의경우중

재후안정성지수와체중지지도, MAS, TUG가감소하

였고, 기능적 팔뻗기가 증가하였으나 모든 변수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주 이상의 중재가 시행되어 왔다

[33]. 이 연구의중재기간은주당 5일씩집중적으로이뤄

져왔으나, 2주간의중재는 균형능력을 개선시키기 어려

웠기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강구 등[6]의 연구에

서 2주간의 balance trainer 중재로뇌졸중환자의균형능

력 개선을 확인하였지만 이 연구의 대상자는 뇌졸중 발

생 후 10일 이내의 급성기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이기에

본 연구의 만성 뇌졸중 환자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테이핑 중재는 중추신경계 손

상환자의균형능력및경직을개선시키기에단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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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중재방법이고[20,21], 뇌졸중 환자의보행 속도를

즉각적으로개선시키는효과가있는중재방법이기때문

에[34] 본 연구의 2주간의 balance trainer와 함께시행한

중재방법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및 경직 개선을 앞

당겼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연구의연구군은눈감은상태에서앞-뒤체중지지

도, 눈뜨고감은상태에서좌-우체중지지도, 눈뜬상태

에서안정성지수, 기능적팔뻗기, TUG 변수에서연구군

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아래몸통 중 엉치

뼈로부터척추근방향으로부착한Y자테이핑효과는부

착후몸통가쪽굽힘및폄에는유의한차이가없었으나

몸통 굽힘 가동범위에 유의한 개선이 있었고 이러한 이

유는부착방향에따른차이라하였다[32]. 또한, 아킬레스

힘줄에부착한 I자 테이프는부착직후다발성경화증환

자의 좌-우 자세동요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앞-뒤

자세동요에 유의한 개선을 가져다주었다[2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뒤 체중지지도뿐만아니라 좌-우체중지

지도에서도증가를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테이핑을부

착한 직 후 변화량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테이핑

부착과 동시에 추가로 균형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정은[5]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

용한 균형훈련 중재에 추가로 장딴지근에 경피신경전기

자극을 하였는데, 그 결과 경피신경전기자극을 추가로

적용한 군이 단일 balance trainer 적용군보다 TUG,

FRT, 눈감은상태에서앞-뒤 동요속도, 좌-우동요속도,

속도 모멘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자는 장

딴지근에 적용한 TENS가 몸감각(somatic sense) 자극

을 증가시켜균형능력에더욱향상이나타난것이라하

였다. 테이핑 또한, 피부감각자극을 유발하고 이것은 뇌

졸중 환자의 몸감각 인식에 도움을 주어 균형능력에 더

욱효과적이기때문에[14], 본 연구에서도테이핑을추가

적용한 연구군이 대조군보다 다양한 균형변수에 증가를

가져왔던것으로사료된다. 또한, 본연구에서부착한테

이핑 방법은아킬레스 힘줄을 기준으로 I자 테이핑 방법

과, Y자 테이핑방법을겹쳐적용하였다. 테이핑부착개

수에 관한 연구에서 테이프를 한 번 붙일 때보다 두 개

이상 겹쳐 붙일 때가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근활성도를

더욱증가시켰으므로[35], 본 연구에서도연구군이더나

은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2주 동안 주 5일 1시간의 집중적인 중재는 뇌졸중 환

자의 신체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한 중재기간이다

[36]. 본 연구에서는 2주동안주 5일 30분의균형운동에

추가로 테이핑을 적용한 후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과

경직개선의효과를확인하였으므로테이핑효과에관한

임상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동적 균형을 분석한 부분이 단일과제를 수행

하는 동안 거리와 시간만 측정하는 기능적 팔뻗기와

TUG였고, MAS의경우치료사의느낌에의존하여평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한 결과가 뇌졸중 환자의 경직

수준과동적균형수준을나타내기엔다소어려움이있다.

또한, balance trainer에 테이핑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

어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

후연구에서는다양한측정방법을통한연구와다른중

재방법과비교가이루어진다면더욱효과적인차이를알

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에서적용한테이핑방

법은비침습적인방법으로안전하고보호자교육이가능

하며운동치료와동시에적용할수있는이점이있기때

문에신경계재활에있어균형에도움이될수있는측방

보행이나[37], 후방보행[38], 시각되먹임을 이용한 균형

훈련[39], 런지자세에서 자가신장 운동 및 능동운동[40]

등 다양한중재방법과결합하여효과적으로사용하길권

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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