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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마비측 다리에 나선형 방향으로 테이핑을 적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졸중 환자 42명을 각각 실험군(나선형 테이핑군) 21명과 대조군(넙다리네갈래근 테이핑군)21

명으로 나누어 테이핑을 부착하였다. 두 집단 모두 10m 보행 검사(10 meter walk test)와 동적 보행 지수(Dynamic Gait

Index; DGI),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이용한 시⋅공간적 보행변수 중 보행율(cadence), 속도(speed), 마비측 보행주

기(gait cycle duration), 마비측 디딤기(stance phase duration), 마비측 양발 지기기(double support duration)를 측정

하였다. 연구 결과 중재 전과 중재 후 두 집단 모두 10m 보행과 DGI 그리고 보행율, 보행속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마비측 디딤기, 마비측 보행주기, 마비측 양발지지기에서 증가 및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간 변화량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테이핑을 통한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 변화에서 두 방법 모두 보행능력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선형 테이핑은 테이핑 절단 횟수가 적고 비교적 쉽게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정에서 적용 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주제어 : 뇌졸중, 테이핑, 10m 보행 검사, 동적 보행 지수, 가속도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mediate effects of spiral taping applied to an affected 

leg on gait ability in stroke patients. Forty two stroke patients were divided into a spiral taping group (n=21) 

and a quadriceps femoris group (n=21), and each taping method was applied.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s 

(Cadence, speed, gait cycle duration, stance phase duration, double support duration) were measured using the 

10-meter walk test, the dynamic gait index (DGI) and an accelerometer for both groups. Both group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a 10-minute walk, the DGI, cadence, spe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in stance phase duration, gait cycle duration and double support duration on 

the affected side in all groups. All groups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aria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two taping methods augment gait ability in patients with stroke. This study suggests that spiral taping can 

be an easily applicable method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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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 뇌졸 은 뇌 이 막이거나 열되어 뇌세포가 

괴되고 비가역 인 변성이 일어난다[1]. 이후 만성 뇌

졸  환자의 26%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의존하

려는 상태가 되고 반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움직임의 

감소와 마비를 보이며 그  30%는 보조 없이 보행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는다[2]. 뇌졸  환자 보행은 무릎 폄근

과 굽힘근의 약화  경직으로 인해 한 다리 지지기 시 

젖힌 무릎(genu recurvatum)이 나타나고(Bleyenheuft, 

et al, 2010)[3], 양 다리 지지기(double limb support), 활

보 시간(stride time), 보행시간(step time)이 증가되며, 

보행율(cadence), 보폭(stride length), 보거리(step lenth), 

한 다리 지지기(single limb support)가 감소하는 병 보

행 형태를 가진다[4]. 이처럼 뇌졸  환자는 마비측과 비 

마비측 무릎 굽힘  폄근 근력약화가 정상인에 비해 감

소세를 보이고[5], 무릎 근력 증진이 보행능력 측변수

인 것으로 볼 때[6], 정상 인 보행패턴을 달성하기 해

서는 무릎 주변 근력을 개선시켜야 한다. 한, 뇌졸  환

자는 정상인과 노인에 비해 평상 시, 근피로 시 무릎의 

고유수용감각 하가 나타나므로 무릎 근피로를 제한하

고[7], 보행능력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테이핑은 비 약물 , 비 침습 으로 부작용이 고 부

착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이 과[8], 

다른 치료방법들과 함께 병행하여 용이 가능하여 임상

에서 근골격계 손상환자 뿐만 아니라 뇌졸  환자 신체 

기능개선을 해 용되고 있다[9]. 테이핑 용 시 나타

나는 일반 인 효과는 근육 불균형 감소, 신경학  기능 

증진, 통증 감소, 고유수용감각 증진, 액  림 순환 

증진, 피부수용기 자극을 통한 근육 흥분성 증진이 있고

[10], 근피로를 감소시키며[11], 뇌졸  환자 무릎에 용

했을 경우 넙다리네갈래근 근력, 균형  보행능력에 개

선을 보인다[12, 13].

지 까지 뇌졸  환자를 상으로 테이핑을 용한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무릎  주  근육[12, 13], 무릎

[14], 발목 [15]에 용한 연구들로 테이핑을 하나의 

이나 근육에 직  부착하여 보행능력을 확인한 연구

들이다. 보행은 한 을 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

라 엉덩 , 무릎 과 연합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한 

이나 근육에 용하지 않고 다리에 반 인 안정성

을 제공할 수 있는 테이핑 방법도 Oh(2011)등[16] 이 균

형을 확인한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뇌졸  환자 보행 재

활에서 넙다리 와 정강 에 나선(spiral)으로 감아주어 

테이핑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재 미비한 실정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은 나선형 테이핑방법이 뇌졸  

환자 다양한 보행 변수에 미치는 즉각  효과를 확인함

으로써 신경계 물리치료의 새로운 테이핑 재방법을 제

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경기도 소재 A재활병원과 P요양병원에 입

원 인 뇌졸  환자  반신마비 환자를 상으로 2016

년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하 다. 연구에 앞서 

연구 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

한 뒤 동의한 자만을 상으로 진행하 으며 CT 혹은 

MRI와 같은 의학  검사를 통해 뇌졸 을 진단받은 환

자 42명이 참여하 다. 상자 선정은 한국형간이정신상

태검사 24  이상인 자, 수정된 Ashworth 척도(Modified 

Ashworth Scale, MAS) 2 이하인 자, 시각  안뜰감각

에 이상이 없는 자, 독립 으로 20m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를 상으로 하 다. 만약 다리 의 삠(sprain)이 있

는 자, 골 이 있는 자, 보조기 착용한 자, 테이핑 용 시 

피부 알 르기, 손상이 있는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상자 산출은 G power 3.1.9.2 program을 통해 power 

0.80, α=0.05, effect size 0.80을 입력하여 total sample 

size=42명이 계산되었고 실험군 21명과 조군 21명을 

두 집단으로 나 어 연구를 실시하 다<Table 1>.

2.2 측정 방법

2.2.1 10m 보행 검사 (10 meter walk test)

뇌졸  환자의 직선 보행능력을 측정하기 해 10m 

보행 검사를 측정하 다. 바닥에 14m의 길이를 직선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빠르게 걷게 하고 가속과 감속기간을 

감안하여 처음 2m와 마지막 2m를 제외한 10m 걸은 거

리를 (sec)단 로 기록하 다. 뇌졸  환자의 10m 보

행검사 측정자내 신뢰도는 0.95–0.99, 측정자간 신뢰도

는 0.87–0.88로 높은 수 을 갖는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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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적 보행 지수(Dynamic gait index)

보행 시 동  보행 능력을 평가하기 해 총 8개의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보행지수를 사용하여 6.1m 

걷기, 보행의 속도 변화, 보행하면서 좌우로 고개 돌리기, 

보행하면서 상하로 머리 움직이기, 보행하면서 한 발을 

축으로 해서 돌기, 보행하면서 장애물 넘기, 보행하면서 

장애물 가로지르기, 4개의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를 측정

하 다. 각 항목의 수는 최소 0  최  3 으로 4  척

도이고 총 은 24 으로 용하 다. 뇌졸  환자의 동

 보행 지수 총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92, 측정자

간 신뢰도는 0.88로 높은 수 을 갖는다[18].

2.2.3 가속도계(Accelerometer)

뇌졸  환자의 시⋅공간  보행변수를 측정하기 해 

G-walk(BTS Inc,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 장

비는 보행의 시⋅공간  측정 합한 도구이다. 측정을 

해 연구 상자의 허리  4∼5번 부 에 G-Sensor를 

벨트로 착용시킨 뒤 평소 보행과 동일하게 8m를 보행하

도록 하 다[19]. 수집된 자료는 무선으로 컴퓨터에 송

되어 소 트웨어를 통해 분석된다. 측정항목은 보행율

(cadence), 속도(speed), 마비측 보행주기(gait cycle 

duration), 마비측 디딤기(stance phase duration), 마비측 

양발 지기기(double support duration)로 총 5가지로 설

정하 다. 뇌졸  환자의 활보시간(stride time)에 한 

동작분석기와 몸통 가속도계를 비교한 상 계수는 왼발 

0.93 오른발 0.90으로 높은 상 계수를 갖는다[20].

2.3 중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

해요소를 제거하기 해 모든 치료 일정이 끝난 후 연구

를 진행하 다. 테이핑 용 과 용 후 상자는 10분

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 다. 기 측정은 용  실시

하 고, 후기 측정은 용 10분 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

었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상자들에게 테이핑 

용  가려움증 혹은 피부당김이 심할 경우 제거하도

록 교육하 지만 특이 증상은 없었다. 

2.3.1 나선형(spiral) 테이핑

실험군의 재방법은 폭 5cm의 탄력테이 (elastic 

tape)(Benefact, Nippon Sigmax Co. ltd, Japan) 2개를 사

용하여 마비측(paradic side) 다리에 용하 다. 테이

를 부착하기에 앞서 각 연구 상자들의 신체에 맞는 테

이  길이를 측정(measure)한 뒤, 테이 의 3/4길이로 잘

라서 사용하 다. 첫 번째 테이 는 테이  간부 를 

오 부 에 붙이고 넓 다리와 종아리를 나선(spiral)으

로 감싸도록 하며 테이 르 신장시켜 용하 고, 테이

 부착 시 테이 의 양쪽 끝에서는 신장긴장(stretch 

tension)을 용하지 않도록 하 으며, 두 번째 테이 는 

첫 번째 테이 와 엇갈리게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용

하 다[21].

2.3.2 넙다리네갈래근 테이핑

조군의 재방법은 마비측 넙다리네갈래근

(quadriceps muscle)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 

안쪽넙다리근(vastus medialis), 가쪽넙다리근(vastus 

lateralis)에 Y자 테이 를 단하여 테이핑을 용하

다[13].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통계처리 로그램 

SPSS WIN(ver.21)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

의 일반  특성과 보행 변수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해 

Pearson 카이제곱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 다. 각각

의 실험군들의 재 과 재 후 10m 보행검사, 동  보

행 지수, 가속도계의 차이는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실험군과 조군사이의 재효과의 차이를 확인

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

으며, 모든 통계  유의수 으로 α=.05로 하 다. 

3.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참여한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

다<Table 1>. 두 집단간 성별, 발생 원인, 마비측 부 , 

평균 발병기간, 평균 K-MMSE 수, 평균 나이, 평균 키, 

평균  몸무게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실험군과 

조군간 동질 하 다(p>.05)<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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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piral taping 

group 

(n=21)

Quadriceps 

taping group 

(n=21)

p

10 meter 

walk test

(sec)

pre 26.00±5.07a 24.57±6.59 .388

post 25.10±4.50 23.83±5.59

change -0.90±1.84 -0.74±1.46 .747
c

p .036*b .032* .

<Table 2> Comparison of gait ability within and 

between groups

Dynamic 

gait index

(point) 

pre 10.95±2.67 12.05±2.62 .187

post 11.43±2.66 12.52±2.48

change 0.48±0.93 0.48±0.87 1.000

p .029* .021*

Cadence

(step/min)

pre 72.74±22.34 76.86±18.28 .517

post 85.35±22.88 86.33±17.43

change 12.60±15.21 9.48±11.83

p .001† .002†

Speed

(m/s)

pre 0.57±0.21 0.66±0.22 .198

post 0.68±0.20 0.82±0.17

change 0.11±0.81 0.16±0.17 .461

p .000
†

.000
†

Gait Cycle

paretic 

side(%)

pre 1.82±0.59 2.15±2.18 .502

post 1.61±0.55 1.90±1.97

change -0.21±0.49 -0.25±3.09 .231

p .067 .712

Stance 

Phase

paretic 

side(%)

pre 64.80±9.96 60.62±10.05 .184

post 68.96±12.11 63.37±6.68

change 4.17±13.19 2.75±8.98 .949

p .163 .176

Double 

support

paretic 

side(%)

pre 21.24±9.60 16.79±6.59 .088

post 19.01±9.30 16.29±4.41

change -2.23±6.55 -0.50±8.59 .468

p .134 .790

 *p<0.05, †p<0.01, aMean±standard deviation, bpaired t-test, 
cIndependent t-test

Categories
Spiral taping group 

(n=21)

Quadriceps taping 

group (n=21)
p

Gender 

(male/female)
13/8 16/5 .317

Etiology 

(infaction/

hemorrhage)

14/7 16/5 .495

Paretic side 

(left/right)
9/12 11/10 .537

Disease duration 

(month)
13.76±3.63 14.00±3.99 .841

K-MMSE (point) 27.57±2.20 26.86±2.29 .309

Age 

(years)
60.00±7.43 58.81±10.77 .679

Height 

(cm)
163.90±7.43 166.52±6.13 .235

Weight 

(kg)
65.95±7.81 66.90±6.74 .675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p<0.05,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3.2 중재 전과 중재 후 두 집단의 10m 보행 검사, 

동적 보행 지수, 가속도계의 변화량 비교 

재  실험군과 조군 사이에 10m 보행 검사, 동  

보행 지수, 보행율, 속도, 마비측 보행주기, 마비측 디딤

기, 마비측 양발 지기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지 않아 실

험군과 조군간 동질 하 다(p>.05)<Table 2>.나선형 

테이핑과 넙다리네갈래근 테이핑 부착 후 각각 뇌졸  

환자의 10m 보행(p<.05), DGI(p<.05), 보행율(p<.01), 보

행 속도(p<.01)에 유의하게 증가하 고, 마비측 디딤기가 

증가하고 마비측 보행주기와 마비측 양발지지기가 감소

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두 집단간 보행

능력 비교에서 실험군의 마비측 디딤기 변화량 차이가 

4.17±13.19%, 양발 지지기 변화량 차이가 -2.23±6.55%로, 

조군 변화량 차이인 2.75±8.98%, -0.50±8.59% 보다 더

욱 증가  감소를 보 으나,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5).

4. 고찰 

테이핑은 근육의 활성 증가, 근피로 감소와[11], 신체 

부정렬, 근긴장도(muscle tone), 근경직(muscle stiffness)

에 개선효과가 있고[22], 추신경계 손상으로 증가된 강

직(spasticity)과 간 성근경련(clonus) 조 에도 향을 

미치는 효과 인 재 방법  하나이다[23]. 

선행연구에서 Ekiz 등[13]은 뇌졸  환자 넙다리네갈

래근(quadriceps muscle)에 테이핑과 함께 4주간 운동

(conventional exercises)을 병행하여 마비측 다리의 등

속성 근력(isokinetic strength)이 재 후 유의하게 증가

하 다. 한, 보행능력   10m 보행 검사가 재 후 1.5 

± 0.5  감소를 보 고, 6분 걷기는 19.5 ± 8.9m 증가를 

보 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보행능력의 경우 6

분 걷기, 10m 보행검사로 시간  변수만을 확인하 기 

때문에 보행의 시간 , 공간  변수  움직임의 역학  

보상작용을 확인하지 못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재 후 10m 보행 검사가 0.90 ± 1.84 , 

0.74 ± 1.46 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 DGI검사는 0.48 ± 

0.93 , 0.48 ± 0.87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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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보행율, 속도에 유의한 개선과 마비측 디딤기가 증

가하고 보행주기, 양발지지기가 감소하여 보행의 시·공

간  보행인자(gait parameter) 개선에 정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Choi 등[14]은 뇌졸  환자

에게 무릎  교정(patella correction) 테이핑과 넙다리네

갈래근 테이핑을 부착하여 4주간 고유수용성 감각 진

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ion)을 결합 

용한 후 버그균형척도가 1.67 ± 3.04 으로 유의하게 증

가 하 고 10m 보행에선 2.80 ± 2.46 로 유의한 감소를 

보 지만 엉덩 과 발목  가동범 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무릎  교정(correction)테이핑은 넙다리네갈

래근 근력을 보조하며 이것은 무릎보호 와 같은 역할을 

하여 다리에 부하를 감소시키므로 무릎  안정성 증가

에 향을 미치지만[24], 테이핑 부착이 무릎에만 집 되

면  면 이 증가하여 과도한 피부 당김에 의한 불편

감을  수 있고[16], 장기간 부착하게 을 시 피부의 압

박은 피부의 온도 변화를 일으켜 피부문제 발생[8], 가능

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의 나선형 테이핑 용방법과 유사한 연구들

에서 뇌졸  환자에게 엉덩  주 를 두 개의 넓은 스

트렙(straps)을 교차시켜 감싼 보조기 형태의 옷을 착용

할 경우 보행속도와 마비측 간볼기근의 근활성도 증가

에 효과가 있고[25], 뇌성마비(cerebral palsy)아동의 발

목과 종아리, 넓 다리에 나선패턴 방향으로 주행하여 

감싼 탄성 스트랩 착용은 보행 주기  발의 치를 변화

시켜 모든 보행인자 개선에 효과를 보 고 다리 정렬 교

정에 즉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26]. 

선행연구 보행주기 결과에서 보조기 착용은 착용 에 

비해 착용 후 41.66 ± 1.73m/min에서 43.33 ± 1.32m/min

로 보행속도 증가를 보 고, 60.22 ± 1.93%에서 62.67 ± 

1.22%로 보행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26]. 이 연구

의 보행주기 결과  나선형 테이핑의 경우 보행율은 

재 후 12.60 ± 15.21%로 유의한 증가를 보 고 넙다리네

갈래근 테이핑 에선 9.48 ± 11.83%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

다.  한, 보행속도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재 후 0.11 

± 0.81m/s, 0.16 ± 0.17m/s로 유의한 증가를 보여 선행연

구 결과와 유사하 다. 보행 시 인체는 무릎  심으

로 움직이는 것보다 엉덩 과 무릎 이 동시에 움직

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용한 테이핑 방법이 넓 다

리와 아래다리 사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엇 림을 조 하

여[27], 뇌졸  환자 보행능력 개선을 보인 것으로 사료

된다. 한, 테이핑의 경우 보조기와는 다르게 고비용과 

신체둘 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작해야하는 번거로움

이 없이 비용으로 구나 손쉽게 용이 가능한 이

을 가진다.

Oh 등[16]은 뇌졸  환자 무릎에 용한 나선형  

테이핑과 넙다리네갈래근에 용한 키네시오테이핑을 

비교한 결과 두 방법 모두 균형능력에 증가를 보 고 두 

군간 차이가 없어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 사이에 

보행능력 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를 지지해 

다. 하지만 이  연구는 30분간 물리치료 후 테이핑을 

용한 연구 고, 측정변수에서도 바로선 자세에서 정

균형에 을 맞췄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한 보행 

시 나타나는 불안정한 균형에 한 효과도 임상  의의

가 있다. 한, 이 연구에서 용한 넙다리네갈래근 테이

핑 방법과 선행연구들의 용방법은 보통 3가지 이상의 

테이 를 각 근육과 둘 에 맞게 용해야하는[12, 

13, 14, 15], 어려움이 있다. 테이핑의 경우 단순환 용방

법으로 보호자 교육이 가능한 장 을 활용한다면 일상생

활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재방법으로써 본 연구의 

나선형 테이핑은 2개의 테이 를 다리에 교차시켜 나선

으로 감아주는 단순한 방법으로 보호자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Oh 등[16]에 의하면 부착방식에 

있어 넙다리네갈래근 테이핑 보다 나선형 테이핑이 

에 직 인 착면 이 어 피부 알 르기 상이 

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뛰어나다고 하 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조군간 보행 변수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구결과에서 마비측 다리 지지기 

비율의 증가와 양 다리 지지기 비율의 감소가 실험군이 

조군 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뇌졸  환자는 보행의 

시⋅공간  변수  마비측 다리 지지기 비율에 감소와 

양 다리 지지기 비율에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4], 이 

을 고려한다면 나선형 테이핑이 넙다리네갈래근 테이핑 

보다 효과면에서 우수하다고 단된다. 그 외에 보행능

력을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운동방법[28, 29, 30, 31]과 

함께 용을 통해 마비측 신체부 의 신체활동 증가는 

운동수행능력의 증가  회복에 더욱 향을 미칠 것으

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테이핑의 즉각 인 효과를 확인하여 지속

 효과와 다른 재방법들과 융합하여 사용할 경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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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제한 을 

가진다. 하지만 테이핑이 가질 수 있는 신체기능의 이득

만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 이었기 때문에 다른 

재방법들로 인한 간섭효과를 배제하기 해 즉각 인 테

이핑 효과를 확인하 다. 지 까지 연구를 통해 뇌졸  

반신마비 환자의 마비측 다리에 나선형 테이핑이 보행능

력 개선에 즉각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선형 

테이핑은 용방법이 간단하여 보호자 교육 로그램으

로 활용이 가능하고 신체동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

경계운동치료와 함께 용할 경우 뇌졸 환자 재활에 보

다 정 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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