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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oot drop is a common symptom in stroke patients. Tape applications are
widely used to manage foot drop symptoms. Previous studies have evaluated the effects of
static and dynamic balance and gait on foot drop using kinesiology tape; however, only few
studies have used dynamic tape application in stroke patients with foot drop.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mediate effects of dynamic taping, which facilitates the dorsiflexor muscle, on static and dynamic balance and gait speed in
stroke patients with foot drop.

Methods: The study included 34 voluntary patients (17 men, 17 women) with stroke. The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n = 17), wherein dynamic taping
was used to facilitate the dorsiflexor muscle, or the control group (n = 17), wherein kinesiology taping was used. Before the taping application, velocity average, path-length average,
Berg balance scale, and timed up and go test (TUG) were recorded to measure static and
dynamic balance, whereas the 10-meter walk test (10MWT) was used to measure gait speed.
After the taping application, these parameters were re-evaluated in both groups.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set to α = 0.05.
Results: Except for the 10MWT scores in the control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in all the parameters measured for static and dynamic balance and gait speed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p < 0.05). However, the parameters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roup and time in the TUG and 10MWT (p < 0.01).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mpared with kinesiology taping, dynamic taping
used in chronic stroke patients with foot drop had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dynamic balance and gait speed.

INTRODUCTION

뇌졸중 환자들은 근육 약화 또는 근육 불균형, 자세 유지 조절능력 감
소, 근육 경직, 약화된 의식적 조절능력, 몸의 부정렬이라는 종합적인

뇌졸중은 내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에 의해
중추신경계에 급성 국소 손상이 발생하는 신경학적인 결함으로 알려져

문제를 보인다[3]. 결국 몸의 비대칭적인 자세, 기능적인 움직임의 부족
은 결과적으로 균형의 감소를 보인다[4].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발목의 역할은 발바닥 촉각을 이용해 현재 자세에 대한 감각정보를

다[1]. 발병 후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삶의 질, 사회활동 참여, 일상

뇌에 제공하며, 체중 부하가 가해지는 순간 하지 근육들의 협력 작용을

활동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운동 기능장애를 보인다[2].

통해 신체에 가해지는 흔들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5]. 뇌졸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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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 처짐(foot drop)은 약 20%에서 발생할 수 있다[6]. 발 처짐 증상

된 저항력과 탄성 복원력은 관절가동범위의 끝부분에서만 제공되는 것

은 보행 시에 뒤꿈치 닿기(heel contact)를 어렵게 만들며, 발이 끌리

이 아닌, 관절가동범위 전체에서 제공된다[15].

는 현상을 만들어 비정상적 보행 패턴인 휘돌림 걸음(circumduction

테이핑 기법은 환자의 균형과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이 쓰

gait)과 과도한 엉덩관절 굽힘을 환자들에게서 관찰되게 한다[7]. 이는

여왔다. Shin 등[13]의 연구에 따르면 키네지오 테이핑을 이용해 뇌졸

보행 속도를 감소시키고 발 처짐에 의한 낙상 위험을 높이거나 보행 중

중 환자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Bae 등[16]은 발 처짐을 가진

발등 굽힘 장애를 보이며, 보행에 문제를 일으킨다[8].

뇌졸중 환자에게 키네지오 테이핑을 적용하여 정적 균형의 향상을 보

현재 많이 쓰이는 발 처짐의 중재로는 발목-발 보조기(ankle foot
orthosis)와 기능적 전기 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이

여주었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된 키네지오 테이프 연구는 많
은 반면, 다이나믹 테이프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있다[9,10]. 뇌졸중 환자들은 발 처짐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보행 유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발 처짐 증상을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 발등

기(swing phase)와 초기 입각기(initial contact) 동안 발등 굽힘을 유

굽힘근을 촉진하는 다이나믹 테이핑 적용이 환자의 정적과 동적 균형,

지해주는 자신의 체형에 맞춘 발목-발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다. 보조

보행 속도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가설은

기를 사용하는 것은 싸고 사용하기 쉬우며, 지속적인 보조를 제공해줄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이나믹 테이프 적용군(실험군)과 키네지오 테이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기는 발목의 움직임을 비정상 범위만큼만 제공하

프 적용군(대조군)의 간에 중재 전후의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은 유의

며, 이는 활동적 발등 굽힘의 회복을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 무릎의 불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 전후의 보행

안정성을 야기한다[11]. 기능적 전기 자극은 발 처짐 증상이 있는 뇌졸

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중 환자에게 보행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그러나 기능적 전기 자
극은 비싸고 휴대가 불편하며, 외관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13].

MATERIALS AND METHODS

테이핑 기법은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뇌졸중 환자의 발목에 적용시키
는 치료적 중재 중 하나이다. 테이핑은 탄력성의 유무에 따라 탄력 테

1. 연구대상자

이프(elastic tape)와 비탄력 테이프(non-elastic tape)로 나뉜다. 본

이 연구의 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

연구에서는 탄력 테이프를 사용하였는데, 물리치료사에게 사용되는 가

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4 프로그램(University of Kiel, Kiel,

장 일반적인 탄력 테이프의 종류에는 키네지오 테이프(Kinesiology

Germany)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

tape)와 다이나믹 테이프(Dynamic tape)가 있다. 키네지오 테이프는

재 전후에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개체 간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

1973년 일본에 Kenzo Kase에 의해 개발한 테이프로 피부와 유사한

석을 이용하였으며, 효과 크기는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로

탄력성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탄력성 테이프이다. 원래 길이의 140%까

설정한 후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지 늘어날 수 있어 기존 테이프보다 기계적인 구속력이 적고 이동성 제

34명이었으며, 실제 탈락률을 10%로 감안하여 총 38명을 모집하였다.

약이 적다는 특성이 있다. 키네지오 테이프의 목적은 통증의 감소와 근

대상자 선정 과정 중 4명이 탈락하여 최종 34명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육 움직임의 보조, 혈액과 림프의 순환 증진 등의 이점을 보인다고 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다빈치 재활병원에 입원

다[14]. 그러나 기존의 키네지오 테이프는 테이프 길이의 약 140% 정

중인 환자 중 발 처짐 증상을 가지고 있는 만성 뇌졸중 환자 34명을 대

도까지 2-방향으로만 신장되는 특성 때문에 끝 범위에서는 움직임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 연구의 절차와 목적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15].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들은 자발적인 동의와 동

다이나믹 테이프는 2009년 물리치료사 Ryan Kendrick이 만들었으

의서를 받은 후 실험에 참가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

며, 나일론(nylon)과 라이크라(Lycra) 혼합으로 이루어져 길이 방향(2-

다. 첫째, 뇌졸중이 발병한 지 6개월 이상 된 자, 둘째, 발목 발 보조기

방향)으로만 신장력을 보이는 키네지오 테이프와 달리 4-방향으로 신

를 제외한 보조도구 사용 또는 독립적으로 10미터 이상을 걸을 수 있

장력을 보인다. 또한 각 방향으로 강한 탄성 복원력과 200% 이상의 신

는 자, 셋째, 하지의 수정된 애쉬워스 척도(Modified Ashworth scale)

장력을 가지고 있다. 다이나믹 테이프의 목적은 조직에 가해지는 부하

2점 미만인 자, 넷째, 환자에게 발등 굽힘을 요구하였을 때 발목의 중

를 흡수, 운동학적 기능의 향상, 3차원적 움직임의 동작 수행을 방해하

립위치까지 발등 굽힘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17], 다섯째, 시각, 청각,

지 않으면서 기계적인 보조와 속도의 조절을 제공하며, 관절 내 움직임

전정 기관에 장애가 없는 자, 여섯째, 발목에 골절과 같은 정형외과 질

을 보조하는 것이다. 신장 자세(lengthened position)에서 적용하는

환 경험이 없는 자, 일곱째,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판별 검사(Korean

키네지오 테이핑과 다르게 다이나믹 테이핑은 가동범위의 단축 자세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점수가 30점 만점에

(shortened position)에서 테이핑을 실시하며, 움직임 시 테이프가 늘

24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18]. 다음으로 대상자의 제외 조건

어나며 저항력이 생기고, 이렇게 생성된 저항력은 탄성 복원력을 만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테이핑으로 인한 피부 알러지를 경험했던

어 테이프가 줄어들면서 움직임을 유발하게 해준다. 또한 이 저항력은

자, 둘째, 의사로부터 피부에 테이핑을 할 수 없는 피부 질환 진단을 받

동작의 속도를 감속시켜 조직에 가해지는 부하를 흡수한다. 이때 생성

은 자, 셋째, 6개월 이내에 하지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맞은 자,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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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신경학적 진단이나 문제를

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다이나믹 테이핑 기법은 직접기법(direct

가진 자, 다섯째, 보행 평가 시에 하지에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에 제한

techniques)이다. 이는 근육 및 힘줄의 모양을 따라 부착하는 테크닉

이 있는 자로 하였다.

으로 일반적으로 근육힘줄 단위의 활동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15]. 테이핑 기법을 적용하기 전 환자들의 피부 알러지 반응을 알아보
기 위해 길이 10 cm의 다이나믹 테이프와 키네지오 테이프를 각각 위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계법은 두 그룹 사전사후 검사 설계(two-group pre-

팔 내측 피부에 부착하여 20분 후 피부의 비정상적 반응을 확인하였다

test-posttest design)로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발목 발등굽힘근 촉

[19].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테이프 부착 전 대상자의 피부에 면도 및

진을 위한 테이핑을 적용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다. 선정조건과 제외조

세정을 하였다.

건을 충족시킨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이나믹 테이프
를 적용한 실험군과 키네지오 테이프를 적용한 대조군에 17명씩 무작

1) 기본적 물리치료 중재

위로 배정하였다. 무작위 배정은 무작위 배정 사이트(https://www.

모든 대상자들은 스트레칭, 관절가동범위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균

randomizer.or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연구

형 운동, 보행 운동으로 구성된 신경계 물리치료를 1일 30분씩 2회, 총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효과를 비교하

60분 제공받았으며, 발 처짐을 위한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도 앞정강근

기 위하여 중재 전 Wii 발란스 보드, 버그 균형 척도, 일어나서 걷기 검

(tibialis anterior)과 종아리근(peroneal muscle)에 1일 20분씩 2회,

사, 10미터 걷기 검사를 평가하였다. 중재 후에도 같은 평가를 진행하

총 40분 받았다.

였다(Figure 1). 본 연구는 설계 단계에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Approval number: 1040647-202104-HR-

2) 테이핑 중재

003-01).

(1) 실험군: 발등굽힘근 촉진을 위한 다이나믹 테이핑 기법 적용
첫 번째로 앞정강근을 단축 자세 상태로 만들고 이는 점인 정강뼈 가
쪽관절융기와 뼈사이막의 몸쪽에서 시작하여 테이프 길이를 기준으로

3. 중재방법
대상자에게 테이핑의 적용은 다이나믹 테이프 레벨1 국제 세미나

30%의 장력[20]을 적용해 닿는 점인 첫째 발허리뼈 밑부분과 안쪽 쐐

과정을 이수한 한 명의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직접 테이핑을 적용하

기뼈 발바닥면 쪽에 부착한다. 두 번째는 종아리근을 단축된 자세로 만

Enrollment

Assessed for
eligibility (n = 38)
Excluded (n = 4)
Didn t meet eligibility criteria (n = 2)
Declined to participate (n = 2)
Randomized (n = 34)

Experimental group (n = 17)
Conventional physiotherapy
(30 min, twice a day)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20 min, twice a day)

Allocation

Control group (n = 17)
Conventional physiotherapy
(30 min, twice a day)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20 min, twice a day)

Pre-intervention measurements for static balance, dynamic balance, gait speed

Experimental group (n = 17)
Dynamic taping application

Control group (n = 17)
Kinesiology taping application

Post-intervention measurements for static balance, dynamic balance, gait speed

Analysis

Figure 1. Study design.
www.pt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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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긴 종아리근의 이는 점인 종아리뼈 머리 부위의 외측면에서 시작

하여 테이핑 두 장을 겹쳐 적용하였다(Figure 3). 사용하는 테이프는

하여 가쪽복사 지점에서 테이프를 두 갈래로 나누어 한쪽은 긴 종아리

폭이 5 cm인 키네지오 테이프(Benefact; Nippon Sigmax Co. Ltd,

근 닿는 점인 첫째 발허리뼈 바닥에 부착하며, 다른 한쪽은 짧은 종아

Tokyo, Japan)이다.

리근 닿는 점인 다섯 번째 발가락 발 허리뼈 바닥의 거친 면에 테이프
길이의 30% 장력을 적용해 부착한다. 같은 테이핑 과정을 한 번 더 반

4. 측정도구 및 평가방법

복하여 테이핑 두 장을 겹쳐 적용하였다(Figure 2). 사용하는 테이프는

1) 정적 균형 수준 평가

폭이 5 cm인 다이나믹 테이프(Dynamic Tape Ltd, Bristol, UK)이다.

대상자의 정적 균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Wii 발란스 보드(Wii
balance board; Nintendo, Kyoto, Japan)와 Balancia 프로그램

(2) 대조군: 발등굽힘근 촉진을 위한 키네지오 테이핑 기법 적용

(ver. 2.0; Mintosys,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사

첫 번째로 앞정강근을 신장 자세 상태로 만들고 이는 점인 정강뼈 가

각형 판의 각 모서리에 압력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몸무게와 압력 중심

쪽관절융기와 뼈사이막의 몸쪽에서 시작하여 테이프 길이를 기준으로

(center of pressure)을 측정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휴대용 게임기

30%의 장력으로 닿는 점인 첫째 발허리뼈 밑부분과 안쪽 쐐기뼈 발바

이다[22]. Wii 발란스 보드는 선 자세 균형 검사 중에 압력 중심 값을

닥면 쪽에 부착한다. 두 번째는 종아리근을 신장 자세로 만들고 긴 종

평가할 때, 평가실에서 보통 쓰이는 힘판에 필적하는 데이터를 제공하

아리근의 이는 점인 종아리뼈 머리 부위의 외측면에서 시작하여 가쪽

며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측정-재측정 신뢰도는 intraclass cor-

복사 지점에서 테이프를 두 갈래로 나누어 한쪽은 긴 종아리근 닿는

relation coefficient (ICC) = 0.66–0.94를 보여 높은 신뢰도를 가진

점인 첫째 발허리뼈 바닥에 부착하며, 다른 한쪽은 짧은 종아리근 닿

다[23]. 또한 주관적인 데이터를 대신하여 Wii 발란스 보드는 육안 평

는 점인 다섯 번째 발가락 발 허리뼈 바닥의 거친 면에 테이프 길이의

가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부가적인 균형 정보를 다양한 의료 분야와

30% 장력을 적용해 부착한다[21]. 같은 테이핑 과정을 한 번 더 반복

사용방법을 교육받은 사람에게 쉽고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23].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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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ynamic tape (Dynamic Tape Ltd,
Bristol, UK) application. (A) Shortened position. (B) Application of tape.

Figure 3. Kinesiology tape (Nippon Sigmax
Co. Ltd, Tokyo, Japan) application. (A)
Lengthened position. (B) Application of
tape.

Immediate Effects of Ankle Dorsiflexor Facilitation Dynamic Taping

또한 Wii 발란스 보드는 측정자 내 신뢰도에서 ICC = 0.92–0.98이라

[35]. 10MWT의 측정자 내 신뢰도는 r = 0.95, 측정자 간 신뢰도는 r =

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24]. 대상자는 보드 위에 올라가 자세가 안정

0.93을 나타내고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34,36].

된 후 30초 정적 균형을 측정하였으며, 총 3회를 평가하고 도출된 동
요 속도(velocity average; VA)와 동요 거리(path-length average;
PLA)에 대한 결과 값의 평균을 측정하였다[25-27].

5. 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21.0 프로
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피험자의 일반적

2) 동적 균형 수준 평가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된 모든 변수의 평균과

(1) 버그 균형 척도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샤피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BBS)는 뇌졸중 환자들의 정적,

로-윌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동적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 임상 평가 도구이며, 성인의 일상적인

에 테이핑 적용 전후 측정한 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개체 간

운동 활동들과 유사한 14가지의 기능적인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analysis of variance)을 시

가 점수는 총 56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6점에 가까울수록 낮

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 수준은 0.05

은 낙상위험도를 가진다[28,29]. BBS의 측정자 내 신뢰도와 측정자 간

로 정하였다.

신뢰도는 모두 r = 0.98을 보이며 타당도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난다[30].

RESULTS
(2) 일어나서 걷기 검사
일어나서 걷기 검사(timed up and go test; TUG)는 Mathias 등[31]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고령의 사람들을 위한 임상적인 평가로서 처음 개발되었고, 후에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평균 나이,

Podsiadlo와 Richardson [32]이 공동체 지역사회에 적응한 노인들의

성별, 뇌졸중 분류, 마비측, 발병 시기,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모두 두

기본적인 이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간단한 검사로 수정하였다. 이 검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사는 높이가 45 cm인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시작하
는 검사이며, 환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3미터 앞을 걸어간 후 되돌아와

2. 측정 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정적과 동적 균형 변화 양상 비교

의자에 앉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동적 균형 평가 도구다. 측정

측정 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의 변화 양상을

자 내 신뢰도와 측정자 간 신뢰도는 각각 r = 0.98, r = 0.99를 나타내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VA와 PLA는 중재 후에

고 높은 타당도를 보인다[32].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1). 그러나 VA와 PLA 모두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실험군(p < 0.01)과 대조군(p < 0.05)

3) 보행 능력 평가

모두 중재 후에 BBS 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BBS 점수도

10미터 걷기 검사(10-meter walk test; 10MWT)는 뇌졸중 환자의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TUG는 군과 측정시점

보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며, 측정된 시간을 바탕으로 속도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 < 0.01). 실험군의 TUG는 중재 후에

만 아니라 한발짝률과 한걸음 길이 등 여러 보행 항목을 분석할 수 있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1). 또한 대조군의 TUG도 중재 후에 유의

다[33,34]. 측정된 시간은 환자가 평상시 보행 속도로 걷는 동안 걸린

하게 감소하였다(p < 0.05).

시간을 기록한 값이다[34]. 가속과 감속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시작 지
점과 도착 지점으로부터 2미터씩 거리를 각각 더 지정하여 총 14미터
거리를 보행하며, 10미터 측정 구간 거리를 보행한 시간만 기록한다

3. 측정 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보행 속도 변화 양상 비교
측정 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보행 속도 변화 양상을 Table 3에 제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Age (y)
Gender (man/woman)
Type of stroke (hemorrhage/ischemic)
Paretic side (right/left)
Onset time (mo)
Height (c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Experimental group (n = 17)
62.76 ± 8.79
8/9
7/10
10/7
12.12 ± 3.94
162.65 ± 7.85
64.87 ± 8.20
24.56 ± 3.05

Control group (n = 17)
65.41 ± 11.01
9/8
8/9
6/11
10.82 ± 2.46
163.76 ± 9.37
64.39 ± 9.87
23.93 ± 2.12

t/χ2

p-value

–0.775
0.118
0.119
1.889
1.150
–0.377
0.153
0.698

0.444
0.732
0.730
0.169
0.259
0.709
0.879
0.49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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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hanges in static and dynamic balance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Variables
Velocity average (cm/s)

Path-length average (cm)

Berg balance scale (score)

Timed up and go test (s)

Experimental group (n = 17)

Control group (n = 17)

t (p)

F (p)

2.91 ± 0.49
2.71 ± 0.43
3.324 (0.004)
87.18 ± 14.73
81.29 ± 13.00
3.324 (0.004)
40.71 ± 7.56
41.59 ± 7.32
–2.985 (0.009)
33.40 ± 13.52
30.12 ± 11.94
6.154 (< 0.001)

3.04 ± 0.47
2.85 ± 0.43
3.656 (0.002)
91.25 ± 14.19
85.64 ± 12.82
3.656 (0.002)
36.82 ± 8.55
37.59 ± 8.56
–2.889 (0.011)
29.52 ± 12.27
28.74 ± 12.74
2.853 (0.012)

–0.821 (0.418)
–0.983 (0.333)

0.014a (0.905)

–0.821 (0.418)
–0.983 (0.333)

0.014 (0.905)

1.403 (0.170)
1.464 (0.153)

0.088 (0.769)

0.877 (0.387)
0.325 (0.747)

17.494 (< 0.001)

Pre
Post
t (p)
Pre
Post
t (p)
Pre
Post
t (p)
Pre
Post
t (p)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Group × time.

Table 3. Comparison of changes in gait speed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Variables
10-meter walk test (m/s)

Experimental group (n = 17)

Control group (n = 17)

t (p)

F (p)

0.38 ± 0.19
0.42 ± 0.23
–4.214 (0.001)

0.47 ± 0.23
0.47 ± 0.23
–1.397 (0.182)

–1.244 (0.223)
–0.626 (0.536)

11.942a (0.002)

Pre
Post
t (p)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Group × time.

하였다. 10MWT는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

의 가설은 다이나믹 테이프의 적용이 키네지오 테이프를 적용하는 것

< 0.01). 실험군은 중재 전과 비교해 중재 후에 10MWT에서 유의하게

보다 발 처짐을 가진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보행 속도에 더 나은 영향

증가하였다(p < 0.01). 그러나 대조군은 중재 전과 비교해 중재 후에

을 보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발

10MW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처짐 부위에 적용한 다이나믹 테이프는 키네지오 테이프와 비교하여
정적 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적 균형과 보행 속

DISCUSSION

도에 대하여 유의한 개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A, PLA는 신경계 환자에 대한 정적균형능력을 평가하는 데 자주

테이핑 기법은 물리치료사들이 신경계 환자에게 근육의 촉진과 억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 결과, 두 군 모두 측정시점에 따라

제, 움직임의 보조, 관절의 고정을 위해 쓰는 중재 방법 중 하나이다.

VA, PLA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

뇌의 급성 국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중추신경계 결함으로 근육을 비

점별 VA, PLA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없었다. 탄력 테이핑은 생리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나타난 발 처짐을 가진 뇌졸중 환자들에게 키네

학적 기전으로 테이프의 접촉이 피부에 존재하는 수용기에 자극을 주

지오 테이핑을 적용하였을 때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 고유수용성 감각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40] 이를 통해 균형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16,37]. 또한 발 처짐을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이나믹 테이프는 탄성

키네지오 테이핑을 이용한 근육 테이핑 적용 시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복원력, 움직임의 보조와 같은 효과가 주목적이지만 정적인 균형을 측

비교해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21].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키네지오 테이

정할 때는 근육의 신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생리학적인 효과를 통해

프를 많이 사용해 왔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키네지오 테이핑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어 두 군의 측정시점별 상호

기존 탄력 테이프의 단점을 보완하여 운동학적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

작용이 없었다고 보인다.

움직임 시 생겨나는 부하의 기계적인 보조와 속도의 조절을 제공하는

뇌졸중 환자들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낙상 위험에 잠재적

다이나믹 테이핑을 이용해 통증과 기능장애를 가진 근골격계 환자들에

으로 항상 노출되어 있다[41]. 이에 균형을 측정하여 낙상 위험도를 예

게 적용하여 연구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38,39]. 그러나

상하는 BBS는 뇌졸중 환자에게 자주 사용되고 있다. Bae 등[16]의 연

아직 신경계 환자에게 다이나믹 테이프를 적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

구에 의하면 발 처짐을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 키네지오 테이핑 중재를

지 않다.

적용했을 때 BBS의 결과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이 연구의 목적은 만성 뇌졸중 환자의 발 처짐 부위에 다이나믹 테이

군 모두 중재 후에 BBS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연구와 유사

프와 키네지오 테이프를 이용한 발등굽힘근 촉진 테이핑 적용이 정적

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군과 측정시점별 BBS의 변화 양

및 동적 균형, 보행 속도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

상에서는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위치의 변화가 있는 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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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같은 자리에서 정적인 동작 및 다양한 기능적 움직임을 수행하는

다이나믹 테이프를 이용하여 발목굽힘근 촉진 테이핑을 적용한 실험군

BBS의 특성상 제한적인 움직임에 다이나믹 테이핑의 인체역학적인 이

(n = 17)과 같은 목적의 키네지오 테이핑을 적용한 대조군(n = 17)으로

점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아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작위 배정하여 중재 전후에 정적, 동적 균형 수준과 보행 속도의 변

Choi 등[42]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환측 발목에 키네지오

화양상을 비교하였다.

테이핑 중재를 적용하였을 때 TUG 결과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발목굽힘근 촉진을 위

Farias [43]의 연구에서는 다이나믹 테이프 중재를 뇌졸중 환자의 환측

한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키네지오 테이핑 적용)

발목에 적용하였을 때 TUG의 시간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 비해 정적 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적 균형과

에서는 두 군 모두 측정시점에 따라 TUG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보행 속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 처짐이

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시점별 TUG의 변화 양상에서도 상호작용

있는 뇌졸중 환자의 발목굽힘근 촉진을 위해 적용한 다이나믹 테이핑

을 보였다. McNeill과 Pedersen [14]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나믹 테이

기법이 키네지오 테이핑 기법에 비해 동적 균형과 보행 속도에 더 큰

핑은 키네지오 테이핑과 달리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으로도 늘어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보행과 같은 3
차원적 움직임의 동작을 수행 중 발목의 움직임을 보조해 줌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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