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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에서 스파이랄 테이핑이 자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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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that it has on the application pre and post balance index

using method with spiral and reaction point balance taping application against 20 stroke patients. The taping

application pre and post static eye opening balance index was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X

Speed, and the Extent in X Dirction but in the Mean Y Speed, the Velocity Moment, and Extent in Y Direc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The taping application pre and post static eye closing balance inde was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X Speed, in Y Direc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From above results, the method of the applied taping was the equilibrium stability performance of

the Y-axis than the stability of the balance of the X-axi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study the taping application

method in the balance of detail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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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중은 한의학에서 졸중풍의 범주에 속하는데 卒然昏到

人事不省, 口眼喎 斜 言語障碍등의 특징적인 증후를 발현하는

질병이다
1)

. 풍은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와 풍사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받아 발병한다는 한의학적 병리기전을 내포하고 있다.

졸중풍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체내에

습담이 정체되어 기혈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면 발병하는 것

으로 보았다. 즉 동의보감에서 “肥人多中風者 肥則腠裏緻密而多

鬱滯 氣血難以通利 故卒風也”라 하였고, 병리 기전에서도 “濕生

痰 痰生熱 熱生風” 이라 하여 체내에 습담이 정체되는 것이 졸중

풍의 근본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정신적 요인을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보아서 칠정에 장기간 시달리거나, 특히 노화로 인해

심화폭성되면 간장의 항성으로 간풍이 내동해 중풍을 발생하게

된다
2,3)

.

중풍은 우리나라는 물론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생명이 연장

됨에 따라 더욱 많이 發生되고 있다. 중풍환자에게는 일상생활동

작에 많은 장애가 나타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활동적인 운동능력 및 기동성의 소실이며 이는 보행 능력과 많

은 관련이 있다4).

공간에서 신체 자세와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은 인간이 하는

모든 동작의 기본이 되며, 인간의 일상생활은 자세와 균형을 조

절하는 많은 과제들과 연루되며5) 균형유지 능력은 인간이 일상

생활을 영위해 가거나 목적 있는 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

는 필수요소이다6).

대부분의 뇌졸중환자들은 비대칭적인 자세, 비정상적인 신

체의 균형, 체중을 이동하는 능력의 결함 및 섬세한 기능을 수행

하는 특수한 운동요소의 상실 등으로 기립과 보행에 장애를 보

인다7,8). 균형은 자세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과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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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거나 목

적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

이다
9)

. 이러한 신체의 균형 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감각계는

전정계, 시각 및 체성감각이 있다10). 고유수용성감각을 포함한

체성감각, 시각, 전정계로부터 전달된 정위 압력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11)

. 따라서 고유수용성감각 손실, 신경계 질환,

반응시간과 체중이동시간, 다리길이의 차이, 진동감각, 인지능력

의 감소, 성별, 연령, 신장, 발의 위치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2,13)

. 균형능력의 감소는 고유수용성감각

(proprioception)의 저하, 반사 신경의 지연, 근력약화에 따른 자

세 흔들림, 하지약화로 인한 발목과 무릎에서의 협응력 저하, 유

연성 저하 등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 및 고유수용성감각기능의 향상,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테이핑 요법은 1920～1930대 유럽의 정골요법에서 시작되었

으며 근래 약 27년 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통증의 치료와 근ㆍ관절 기능 개선 및 향상을 주목적으

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14)

.

테이핑 요법은 탄력 테이프(elastic taping)를 사용하는 방법

과 비탄력테이프(non-elastic taping)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加瀨建造(KaseKenzo)에 의해 개발된 키네시오 테이핑

(kinesio taping)이라 명명된 탄력 테이핑은 관절이 움직이는 주

동근의 작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당 근육위의 피부에 테이프를

부착시킴으로서 근육의 긴장도(tension)를 억제 혹은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된 테이프의 압박, 당겨짐, 늘어짐 등의 역학

적 자극(mechanical stimulation)에 따른 생리적 반사의 결과에

의한 효과를 통해 국소적인 통증완화에 상용되고 있다15).

비탄력 테이핑은 급성손상된 관절의 가동을 제한하는 방법

으로 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테이핑 방법과 전중신효(Tanaka Nobutaga)에 의해 개발

된 근육과 피부를 흐르는 전자기적 흐름을 측정하여 방향성과

반응점의 원리를 도입 나선형 방향으로 비탄력 접착테이프를 부

착하는 스파이랄 테이핑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16).

일반적으로 테이핑은 관절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사용되었

으며, 근골격계의 급성 손상시 추가 손상의 방지, 부종의 감소 등

을 위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다17). 최근 각종 스포츠나 재

활영역에서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근육이나 관절 주변에 부착시

켜 과긴장된 협력근이나 길항근의 억제, 동작을 수행하는 협력근

의 촉진, 고유수용성 감각의 정상화, 적절한 관절 정렬의 회복,

통증의 감소, 감작된 신경 조직의 부하제거, 부상의 방지나 상害

의 최소화 그리고 손상 재발 방지를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중 테이핑은 약물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접착테이프를

인체의 근육에 부착하거나 운동점에 부착함으로 근육의 긴장도

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피부에 흐르는 전자기적인 흐름을 조절하

여 기능증진 및 통증을 치료하는 보완의학으로 적응증이 다양하

고 안전하여 그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8). 테

이핑은 접촉감, 압박감, 진동감의 물리적 자극으로 감마(gamma)

운동 반사를 통해 근방추로부터 휴지모터(fusimoter) 反射가 촉

진되여 근육이 부드럽고 가벼운 생리적 수축을 일으킨다는 기전

을 바탕으로 테이핑에 의한 운동기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 되었다19).

스파이랄 밸런스 테이핑 요법은 일본에서 국내로 소개된 치

료방법으로 요통, 오십견, 건초염, 근육통, 퇴행성 관절염, 타박

상, 염좌, 뇌졸중 등으로 인한 마비성 질환의 재활방법 등 다양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14). 그 중 스파이랄 테이핑은

비탄력 테이프로 가로3×세로 3 cm 또는 가로3×세로4 cm 크기의

테이프와 폭 4 mm의 테이프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운동점에 부

착하기 위함이며 전신 밸런스 테이핑 시 이용된다. 또한 격자 테

이프는 근육조절과 경혈조절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田中信孝(Tanaka

Nobutaga)에 의해 고안된 스파이랄 측만증 테이핑법과 반응점

테이핑법을 시행한 바, 균형능력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전후 및

좌우 균형지수의 정량적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입

원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뇌졸중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뇌출혈 10명, 뇌경색 10명으로 남자 15명, 여

자 5명으로 실시하였다.

Fig. 1. Application point of cross stripes type taping.

Fig. 2. Application of scoliotic type taping

2. 테이핑 적용

본 연구를 위하여 대상자 20명에게 병변부위에 상관없이 田

中信孝(Tanaka Nobutaga)에 의해 고안된 스파이랄 테이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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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반응점에 부착하는 격자형 테이핑과 발목에 S자로 부착하는

측만증 테이핑을 적용하였다. 먼저, 격자형 테이핑 부착은 전중

신효
16)
의 밸런스 테이핑 포인트를 기초로하여 좌측 족관절부의

태충, 구허, 복류 그리고 우측 족관절부의 족임읍, 중봉, 곤륜에

각각 적용하였다(Fig. 1). 한편, 측만증 테이핑은 좌족 발등→다리

의 뒷면→발뒤꿈치→정강이로 우족 발등→ 발바닥의 장심→발뒤

꿈치→정강이의 순서로 부착하였다(Fig. 2).

3. 측정도구

균형능력의 정량적 측정을 위하여 Good Balance(Metitur,

Finland)장비를 사용하였다(Fig. 3). 환자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한 후 플랫폼과 컴퓨터의 거리를 3

m로 설정한 후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각적인 고정

점을 설정하였다. 양팔은 고관절 옆에 편안하게 놓고, 서 있는 자

세에서 정적인 방법으로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양

발의 압력중심의 이동지수인 동요 지수를 30초 동안 유지한 상

태로 ①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의 X축 경로에 대한

평균속도(Mean X Speed, 단위 ㎜/s), ②COP의 Y축 경로에 대한

평균속도(Mean Y Speed, 단위 ㎜/s), ③COP 경로로부터 속도

모멘트 영역(Velocity Moment, 단위, ㎜/s), ④압력중심 경로로

X축 방향의 확장된 총 길이 값(Extent in X Direction, 단위 ㎜),

⑤압력중심 경로로 Y축 방향의 확장된 총 길이 값(Extent in Y

Direction, 단위 mm)의 5가지 요인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게는 실험에 대한 설명과 적응시간을 주었으며,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매회 측정시 10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3회 반복측정

하였다.

Fig. 3. Good balance(Metitur, Finland)

4.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0.0 ver, SPSS, Co., USA)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성별, 연령, 신장, 체중, 뇌손상 부위, 뇌졸중 유형, 유병

기간)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스파이랄 테이핑 적

용 전, 후 균형능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t test를 사용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뇌졸중 환자 20명으로 남자 15(75%)명,

女子 5(25%)名이었다. 연령은 23세에서 66세까지로 평균연령

51.66±15.99세, 신장은 154 ㎝에서 182 ㎝로 평균신장

167.00±9.70 ㎝, 체중은 55.00 ㎏에서 85.00 ㎏로 평균체중

70.00±10.35 ㎏이었고, 우측 편마비 뇌졸중 환자가 12(50%)명, 좌

측 편마비 환자가 12(50%)명, 유병기간은 19.41±18.81개월 이었

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일반적인 특성 M±SD

연령(yrs) 51.66±15.99

체중(㎏) 70.00±10.35

신장(㎝) 167.00±9.70

유병기간(month) 19.41±18.81

2. 대상자의 테이핑 전, 후 시각 개안 정적 균형능력

시각 개안 정적 균형지수에서 Mean X Speed는 테이핑 적用

전 6.66±2.23, 적용 후 6.75±3.20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Mean Y Speed는 테이핑 적용 전 9.31±3.40, 적용 후 8.43±3.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Velocity

Moment는 테이핑 적용 전 27.50±21.96에서 적용 후 24.50±22.06

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한편,

Extent in X Direction은 테이핑 적용 전 199.66±66.86에서 적용

후 202.88±95.55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Extent in Y Direction은 테이핑 적용 전 279.26±102.53에서

적용 후 252.88±104.85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open eyes-static balance score changes

between the taping application before and after (Score)

Variable pre test post test p-value

Mean X Speed 6.66±2.23 6.75±3.20 0.864

Mean Y Speed 9.31±3.40 8.43±3.47 0.011*

Velocity Moment 27.50±21.96 24.50±22.06 0.004**

Extent in X
Direction

199.66±66.86 202.88±95.55 0.823

Extent in Y
Direction

279.26±102.53 252.88±104.85 0.011*

Mean±SD, *p<0.05, **p<0.01

3. 대상자의 테이핑 전, 후 시각 폐안 정적 균형능력

시각 폐안 정적 균형지수에서 Mean X Speed는 테이핑 適用

전 9.76±3.82, 적용 후 8.05±4.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Mean Y Speed는 테이핑 적용 전 14.15±5.43, 적용 후

12.01±5.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Velocity Moment는 테이핑 적용 전 56.48±48.20에서 적용 후

45.08±52.39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한편, Extent in X Direction은 테이핑 적용 전

292.86±114.88에서 적용 후 241.83±149.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Extent in Y Direction은 테이핑 적용 전

423.90±163.05에서 테이핑 적용 후 360.00±179.67로 감소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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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losed eyes-static balance score changes

between the taping application before and after (Score)

Variable pre test post test p-value

Mean X Speed 9.76±3.82 8.05±4.98 0.072

Mean Y Speed 14.15±5.43 12.01±5.99 0.005**

Velocity Moment 56.48±48.20 45.08±52.39 0.006**

Extent in X
Direction

292.86±114.88 241.83±149.81 0.074

Extent in Y
Direction

423.90±
163.05

360.00±
179.67

0.005**

Mean±SD, *p<0.05, **p<0.01

고 찰

뇌졸중 환자는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며 편마비, 언어장애,

감각결함, 지각과 인지장애 정서적 불안정의 증상을 가지며 생활

패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

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손상 환자로 재활치료

영역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질환이 뇌졸중(cerebeal vascular

accident)으로 이러한 뇌 손상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적용하느냐

에 따라 차후 장애정도가 바뀌게 되고 치료과정에 따라 회복속

도가 다르게 되므로 초기치료와 함께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20).

한의학에서는 중풍의 후유증인 반신불수는 기혈이 허하면

담화가 침범하여 탄탄이 되는 바 혈허하면 담화가 좌로 유주하

여 좌탄이 되고, 기허하면 담화가 우로 흘러 우탄이 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좌탄에는 혈을 보하고 거담하며, 우탄에는 기를 보하

며 겸하여 담화를 제거시켜야 한다는 치료 원칙을 제시 하였고,

침구치료에 대해서는 중풍전조증에 풍부, 합곡, 태충, 족삼리, 견

우, 곡지, 내관, ..풍융등을 자침하고, 반신불수에는 백회, 곡지 합

곡, 견우, 곤륜, 현종, 수삼리, 족삼리, 양릉천, 풍시, 환도, 풍지를

자침하는 치료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지는 견우, 곡지, 합곡,

외관을 자침하고 수구격이 나타나면, 수삼리, 곡지, 견우, 후계,

중저, 합곡을 자침하고, 수오지불능굴신에는 곡지, 수삼리, 외관,

지구, 합곡, 중완,에 자침하고, 중풍수약불인 구격불신에는 수삼

리를 자침한다고 하였다
21)

.

최근에는 뇌졸중에 대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치료로 뇌졸

중 이후 생존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로, 생존자의 55%가 불완전한

회복을 하게 되며
22)

,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차원의 삶의 질 저하가 문제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23). 뇌졸중으

로 인한 후유 증상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편마비로서, 한의학에서

는 중풍 편마비 치료에 침구치료, 한약물치료, 추나요법 등이 적

용되고 있으나2,24-26), 근거있는 체계화된 치료의 시행 후 장기적

인 치료결과가 보고된 임상연구는 많지 않다.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서 보행장애는 근력약화 및 비정상적

인 근긴장도와 고유감각 손상으로 인한 연합반응과 집단 운동패

턴(mass movement pattern)에 기인하는데, 특히 족하수는 족저

굴곡근의 강직과 족배측굴곡근의 마비 혹은 약화라는 주동, 길항

근간의 협응능력의 소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27).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신경계 운동치료, 전기치료, 골반운동과 보행훈련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28,29), 효과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

우 환측하지의 비율동적인 보행패턴(arrhythmic gait)은 과도한

에너지 소모 및 심폐계통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등의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대인관계의 기피, 활동의 제한, 넘어짐 등

의 문제를 유발한다27).

테이핑 요법은 탄력 또는 비탄력 테이프를 사용하는 테이핑

요법으로 통증이 오는 원인을 제거하여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병적상태의 부위에 혈액과 림프순환

이 개선되고 연부조직의 콜라겐 섬유들이 재배열되어 뼈의 무기

질 침착과 조직의 결속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자연치유능력을 극

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테이핑 요법의

기본적인 기전은 인체의 안과 밖은 전자기적인 흐름에 의해 상

호 연결되어 있어서 테이프를 통해 피부로부터의 전자기적 흐름

을 조절함으로써 근육과 내부장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부를 통해 근육이나 내부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부에 특정한 자

극을 가하면 감마 운동반사에 의해 자극받는 피부 바로 밑에 있

는 근육이 부드럽고 가벼운 생리적 수축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둘째, 피부 또는 근육으로부터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

로 내부 장기에서 피부와 근육에 영향을 주는 내부 장기 체성 반

사궁을 통해 내장과 피부, 근육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30). 스파이랄 밸런스 테이핑은 비탄력 테이핑의 한 종류로 일본

의 전중신효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외적 신경자극을 통한 인체내

의 전자기적 방향성을 이용한 것으로 근육과 피부를 흐르는 전

자기적 흐름을 측정하여 방향성과 반응점의 원리를 도입하여 나

선형 방향으로 비탄력 접착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이다31,32). 이

는 인체의 특정 부위에 약물처리가 전혀 없는 특별한 용도의 테

이프를 부착시킴으로써 피부에 흐르는 전자기적인 흐름을 조절

하는 테이핑 방법으로 피부를 통해 바로 밑의 근육이나 내부 장

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다
33)

. 그 중에

서도 격자테이프는 근육자극과 동시에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침

이외의 방법으로도 경혈을 자극할 수 있는 方法이다31,34). 스파이

랄 밸런스 테이핑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음양이론과 관

련이 있는데 인체는 두 개의 다른 힘이 합쳐져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는 음과 양이 몸 안에 동거하고 있는 형으로 생체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이라는 것은 정상상

태보다 낮은 상태의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상태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음을 보하고 양을 사한다는 이론에

따라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침구, 탕액이라는 치료법은 음의 수준

을 정상범위까지 높이고 양의 수준을 정상범위까지 낮추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 스파이랄 테이핑 요법 역시 이러한 음양의 밸

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으로 음에 치우쳐 있으면 양성의 치료를

양에 치우쳐 있으면 음성의 치료를 하여 밸런스를 맞춤으로써

질병을 치료한다35,36).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파이랄 테이핑

을 적용하였을 때 테이핑이 姿勢 安定性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성

인 뇌졸중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테이핑 적용 전 시각 개안 및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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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균형능력과 테이핑 적용 후 시각 개안 및 폐안 균형능력을 측

정하였다.

균형능력 변화에서 테이핑 적용 전, 후 시각 개안 정적 균형

지수와 폐안 정적 균형지수는 좌, 우의 움직이는 속도와 전체적

인 거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전,

후의 움직이는 속도와 전체 거리, 속도 모멘트에서의 유의한 차

이는 균형능력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장지훈37)과 Shelton38)의 연구에서도 키네지오 테이

핑 요법 적용이 편마비 환자의 균형 능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김연정 등39)의 연구에서

테이핑은 근육의 협응 기능 향상과 근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

적으로 작용하고 발목관절의 움직임이 과도해지는 것을 제한하

여 고유수용성감각의 되먹임(biofeedback) 기전을 향상시킴으로

써 역동적인 발목 안정근육의 동원 시간을 단축시킨다 하였으며

Lutz 등
40)
의 족관절 접착테이프 기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족관절

접착테이프가 신경근 반사를 강화하여 족관절의 안정성을 제공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백용현

등
41)
은 테이핑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

고하였고, 이충휘42)연구의 결과 또한 안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했

던 테이핑 방법과 테이프의 재질 그리고 다른 측정 장비의 차이

로 사료된다. 본 실험의 결과 측만증 테이핑법과 격자형 테이핑

법의 동시적용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차이나 수치적 차이

는 발목관절의 골격자체에 대한 고정효과와 체성반사 간의 효과

적 차이로 인식되며, 관절고정 효과와 고유수용기들의 흥분으로

휴지모터(fujimotor) 반사가 발생하고 주변 근육의 근수축력 증

가로 인하여 인체의 자세균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思料된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스파이랄 테이핑이 자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파이랄 테이핑이 전, 후

의 움직이는 거리, 속도 모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객

관적인 테이핑 효과를 얻기 위해 테이핑 적용 방법에 따른 균형

능력 측정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뇌졸중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田中信孝(Tanaka Nobutaga)

에 의해 고안되어 사용되는 스파이랄 측만증 테이핑법과 반응점

테이핑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전, 후 자세균형지수와 좌, 우 균형

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테이핑 적용 전, 후 시각 개안 정적 균형과 폐안 정적 균형

지수는 Mean X Speed, Extent in X Direction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Mean Y Speed는 시각 개안시 테이핑

적용 전 9.31±3.40, 적용 후 8.43±3.47 시각 폐안시 테이핑 적용

전 14.15±5.43, 적용 후 12.01±5.99 , Velocity Moment는 시각 개

안시 테이핑 적용 전 27.50±21.96에서 적용 후 24.50±22.06 시각

폐안시 테이핑 적용 전 56.48±48.20에서 적용 후 45.08±52.39,

Extent in Y Direction에서는 시각 개안시 테이핑 적용 전

279.26±102.53에서 적용 후 252.88±104.85, 시각 폐안시 테이핑

적용 전 423.90±163.05에서 테이핑 적용 후 360.00±179.67 로 각

각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보아 스파이랄 측만증 테이핑법과 반응점 테이

핑이 X축 경로에 대한 균형의 안정보다는 Y축의 경로의 균형 안

정성과 속도 모멘트에 영향을 미쳐, 뇌졸중 환자의 좌, 우의 흔들

림 보다는 전, 후의 흔들림에 보다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앞으로 세부적인 뇌졸중 환자의 균형에 테이핑 적용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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