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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뇌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신경학

적 질환이며, 이는 뇌 기능의 소실로 이어진다.

1)
 뇌졸중 발생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더라도 운동, 감각, 인지적인 문제

로부터 대부분 환자들은 고통을 받는다.

2)
 비대칭적인 정렬과 

자세, 마비쪽으로 무게중심 이동 부족, 기능적인 움직임 등의 

문제점들은 균형 능력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3)

균형이란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통해 신체의 움직임을 인

지하고 신경계시스템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복잡한 과정이며4)
, 

다양한 환경에서 자세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5)
 균형과 보

행은 뇌졸중 환자의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항목이며6)
, 

뇌졸중 환자는 근력 약화와 균형 능력 저하로 인해 비정상적

인 보행 패턴이 나타난다.

7)
 그리고 보행 시 균형 문제로 인하

여 각 관절에서 보상 움직임이 생기고, 정상인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8)

발목관절은 하지의 근육의 협력 작용과 체중 부하 과정을 

통해 신체를 지지해주고, 신체의 동작에서 발바닥 촉각을 통한 

감각 정보 제공 및 자세 유지에 대한 감각 되먹임을 촉진한

다.

9)
 발목은 자세 흔들림에 대한 균형 조절과 외부로부터 충격

을 흡수하기 때문에, 발목관절 주변 근육 강화 및 가동범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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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kinesio�taping on the paretic ankle for balance and gait 

changes in patients with stroke. Methods 18 patients who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selected out of 100 stroke 

patients in a single medical center with 9 each assigned by block randomization to either the study group or the control 

group. The flexible kinesio�taping was attached on the skin of the study group patients. And inflexible taping was 

attached on the skin of control group patients. The tape was attached on the fibularis longus, fibularis tertius, extensor 

digitorum longus, and tibialis anterior muscle. The intervention was provided for five sessions per week for four weeks. 

The sway index, the Berg balance scale, and the timed up and go test were used to measure changes in variable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ults In the sway index,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study group with 

kinesio�taping for the paretic ankle and the control group with non�elastic taping in all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p<.01). A comparison of the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udy group and 

the control group only in condition 3(standing on a sponge pad with eyes open)(p<.01). The berg balance scale 

represented a significant change(p<.01) in both the study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he time up and go tes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both groups. A comparison of the group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udy group and the control group(p>.05). Conclus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kinesio�taping on the 

paretic ankle for 4 weeks has an effect on improving gait speed as well as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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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뇌졸중 환자 치료에 중요하며10), 발목의 위치와 자세는 

고유수용성 입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11) 일

반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발목관절에서는 과도한 근긴장도로 인

한 발의 변형이 나타난다.12) 특히 과도한 뒤침이나 엎침 발을 

가진 환자는 중립 위치의 발 보다 자세 조절이 어렵고 흔들림

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발의 저가동성과 발바닥의 접촉면 감소

로 인한 들신경 정보입력의 감소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13)

현재, 임상에서 만성 뇌졸중환자에게 독립적인 보행 훈련

을 위해 보조도구나 발목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조

기는 발을 통한 감각입력을 차단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

시키는데33), 키네지오테이핑은 보조기에 비해 보다 많은 관절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위치 감각입력을 제공할 수 있다.32)

키네지오테이핑과 같은 탄력성 테이프는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관절과 근육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14), 선행 연구에서는 하지의 키네지오테이핑 적용이 

근력 증가와 보행에서 근피로도를 낮춰주고15), 운동 단위 활

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6) 또한 피부에 부착된 키네지오

테이핑은 피부수용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절의 위치를 바르

게 해줌으로써, 고유수용기를 촉진시키고 균형과 보행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17) 스포츠 선수에게도 키네지오테이핑

을 다양한 부위에 적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다양한 평가 도구

로 연구된 결과도 많았다.15),16),17) 최근 뇌졸중환자에게 키네

지오테이핑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신장비를 

통한 측정을 통해 테이핑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34) 선행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에게서 마비쪽 발목의 

키네지오테이핑은 비대칭성 보행패턴을 완화시키고 보행속도

를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18), 뇌졸중 환자의 관절각도, 보행속

도 뿐만 아니라 앞정강근과 장딴지근 활성도 향상에도 효과적

이라 하였다.19)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군

에는 키네지오테이핑을 적용하고 대조군에는 비탄력테이핑을 

적용하여 균형 측정 장비와 임상 평가 도구를 통해 키네지오테

이핑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발목관절의 정상 움직

임 조절을 위한 마비쪽 발목의 키네지오테이핑 적용이 뇌졸중

환자에게 균형과 보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20년 4월 2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서울시 

소재의 S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한 18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

다.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용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에 연

구(승인번호: 1912-HSR-169-8)를 진행하였다.

마비쪽 발목의 키네지오테이핑을 적용한 연구군과 비탄력

테이핑을 적용한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였고, 연구 기

간은 주 5회, 총 4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뇌졸중을 진단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으며, 10m이상 독립적 보행이 가능하고, K-MBI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발목관절의 근골격

계 문제가 있거나, 마비쪽 발등굽힘을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흔들림 균형지수 측정

미국 BIODEX 사의 Balance system SD (Biodex Medical 

Systems, U.S.A)은 정적, 동적 평형성 훈련 및 평가를 위한 

장치로 피드백용 화면 응시장치(display console)와 센서가 

부착된 60cm 지름의 네모난 발판(foot pl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시 대상자의 전반적인 앞·뒤, 오른쪽·왼쪽 방향으

로 균형능력에 대한 정량화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Figure 1). 검사 전 연구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중재 전·

후로 양 발을 측정 판에 위치시키고, ①딱딱한 발판에 눈 뜨

고 서있기, ②딱딱한 발판에 눈 감고 서있기, ③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서있기, ④스폰지 위에서 눈 감고 서있기 자세에서 

각 20초 동안 자세의 안정화 여부를 확인하고 구간별 10초간 

휴식시간 부여, 총 80초 동안 값을 측정하였다. 본 검사는 각

각 3번 측정 후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하였다. 이 측정 장

비의 재검사 신뢰도는 0.95, 검사자간 신뢰도는 0.81이다.20) 

균형능력이 좋을수록 흔들림 균형지수는 낮게 나타난다.

(2) 버그균형척도

노인의 균형능력과 낙상의 위험을 규명하기 위하여 버그균형

척도가 개발되었다.21)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 점수는 5점 척도(0∼4)을 사용하여 만점은 총 56점이

   

Figure 1. Biodex Medic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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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평가 도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재검사 신뢰도는 

0.99이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0.98이다.22)

(3) 일어나서 걷기검사

일어나서 걷기검사는 운동성과 보행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여 

3m 거리를 걷고 되돌아와 의자에 앉는데까지 사용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총 3회를 실시하여 평균시간을 기록한다. 

이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는 0.99이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0.98

로 신뢰할 만한 도구이다.23)

3. 적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배용현24)이 제안한 재활 및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발목 키네지오테이핑 기법을 적용하였다. 키네지오테이

핑 탄력성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테이핑을 적용할 

위치에 대상자의 근육의 이는 곳과 닿는 곳 사이의 길이를 줄

자로 측정하고, 아래의 공식에 대입하여 테이핑 길이를 제단

하였다25). x 에는 줄자로 측정된 근육의 길이를 대입하였으며 

테이핑 양쪽 마지막 끝부분은 각각 2cm 여유를 두었다.

Actual length of tape to cut (cm) = [
(x－4)

1.5
+ 4] × 10

그리고 마비쪽 발목의 키네지오테이핑을 적용한 후에 테이

핑은 12시간 이후에 제거하도록 하였다.

(1) 키네지오테이핑 적용

탄력성 키네지오테이핑(도와텍 키네시올로지 테이프, Korea)

을 사용하여 마비쪽 발목의 셋째종아리근, 긴종아리근, 긴발가

락폄근, 앞정강근에 적용하였다.

① 셋째종아리근

셋째종아리근 테이핑 적용 방법은 환자의 마비쪽 발목에 운동

성 테이프를 5번째 발허리뼈에 한쪽 끝을 고정시키고 발목을 

뒤침시킨 상태에서 근육의 주행방향에 따라 종아리뼈 3분의 1 

지점까지 테이프를 붙인다(Figure 2A).

② 긴종아리근

긴종아리근 테이핑 적용 방법은 환자의 마비쪽 발목에 운동성 

테이프를 발바닥 첫 번째 발허리뼈에 한쪽 끝을 고정시키고 

발목을 뒤침시킨 상태에서 근육의 주향방향에 따라 종아리뼈 

바깥쪽돌기까지 테이프를 붙인다(Figure 2A).

③ 긴발가락폄근

긴발가락폄근의 테이핑 적용 방법은 환자의 마비쪽 발목에 운

동성 테이프 한쪽 끝을 4갈래로 나누어 두 번째에서 다섯 번

째 발가락끝에서 시작하여 종아라뼈의 3분의 2지점까지 테이

프를 붙인다(Figure 2A).

④ 앞정강근 테이핑

앞정강근의 테이핑 적용 방법은 환자의 마비쪽 발목에 운동성 

테이프를 발등의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한쪽 끝을 

고정시키고 발목을 내림시킨 상태에서 근육의 주행방향에 따

라 무릎 바깥쪽까지 테이프를 붙인다(Figure 2A).

(2) 비탄력테이핑 적용

대조군은 마비쪽 발목에 비탄력테이핑을 같은 위치에 적용한

다(Figure 2B).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8.0 ver.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중재 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

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자료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중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

모수 검정 방법인 Wilcoxon Signed-ranks 검정을 사용하였

    

(A)                                        (B)

Figure 2. (A) Kineosio-taping, (B) Non-elastic t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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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

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모집하여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각 집단에 배정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은 연구군이 

9명(남자 9명/여자 0명)이었고, 대조군이 9명(남자 8명/여자 

1명)이었다. 마비부위는 연구군에서 오른쪽 6명, 왼쪽 3명이

었고, 대조군에서 오른쪽 4명, 왼쪽 5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연구군 57.44세, 대조군에서 60.00세이었고, 

연구군 171.39cm, 대조군에서 170.59cm이었으며, 평균 체중

은 연구군 69.67kg, 대조군 72.79kg이었다. 평균 유병기간은 

연구군에서 16.22개월, 대조군에서 22.00개월이었다. 연구군

과 대조군 대상자의 기초평가는 한국형 수정판 바델지수를 비

교하였으며, 점수는 연구군에서 76.00점, 대조군에서 79.22점

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치료 중재 전후 흔들림 균형지수의 비교

흔들림 균형지수의 변화는 연구군과 대조군에서 1번 환경(딱딱

한 발판에 눈 뜨고 서있기), 2번 환경(딱딱한 발판에 눈 감고 

서있기), 3번 환경(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서있기), 4번 환경

(스폰지 위에서 눈 감고 서있기)에서 치료 중재 전후 유의한 변

화를 보였으며(p<.01),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연구군

과 대조군 간에 3번 환경(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서있기)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Table 2).

3. 치료 중재 전후 균형과 보행 능력의 비교

버그균형척도의 변화는 연구군과 대조군에서 치료 중재 전후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p<.01),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는 연구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in both groups 

variables Study group (n=9) Control group (n=9) p

Gender(M/F) 9/0 8/1 0.30

Age(year) 57.44±10.48 60.00± 8.49 0.69

Height(cm) 171.39± 5.23 170.59± 4.49 0.56

Weight(kg) 69.67±12.07 72.79± 5.80 0.50

Paretic side(R/L) 6/3 4/5 0.34

Duration(month) 16.22± 6.92 22.00±13.33 0.61

K-MBI 76.00± 7.79 79.22± 7.28 0.79

Note. K-MBI: Korean-modified Barthel index 

Table 2.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 treatment mean value of Sway index in both groups

Study group(n=9) Control group(n=9)

z p
pre post

Change
(post-pre)

pre post
Change 

(post-pre)

Sway

Index

1 0.63±0.13 0.48±0.12 -0.15±0.07** 0.70±0.30 0.47±0.19 -0.24±0.26** -0.178 0.440

2 1.18±0.37 0.92±0.32 -0.26±0.16** 1.10±0.42 0.80±0.26 -0.31±0.21** -0.089 0.474

3 1.08±0.27 0.90±0.29 -0.18±0.14** 1.01±0.31 0.95±0.30 -0.07±0.06** -2.569 0.004**

4 2.95±0.64 2.57±0.64 -0.38±0.17** 2.77±0.83 2.38±0.67 -0.39±0.26** -0.177 0.441

p＜0.05* , p＜0.01** , p＜0.001***

Note. 1, standing on a firm pad with eyes open, 2, standing on a firm pad with eyes closed, 3, standing on a sponge pad with eyes open, 4, 

standing on a sponge pad with eyes close, BBS, Berg balance scale, TUG, Timed up & go test

Table 3. Comparison between pre and post treatment mean value of BBS and TUG in both groups

Study group (n=9) Control group(n=9)

z p
pre post

Change
(post-pre)

pre post
Change 

(post-pre)

BBS 40.78±5.26 46.78±5.24 6.00±2.87** 43.44±5.02 47.44±4.33 4.00±2.30** -1.249 0.116

TUG 22.48±7.21 19.71±6.72 -2.76±1.8** 20.95±5.17 19.10±4.86 -1.84±1.30** -1.325 0.099

p＜0.05* , p＜0.01** , p＜0.001***



 

최유식, 김동원, 이인경, 조현준

마비쪽 발목의 키네지오테이핑이 뇌졸중환자의 균형 및 보행에 미치는 효과 ∙ 27

(p>.05). 일어나서 걷기 검사의 변화는 연구군과 대조군에서 

치료 중재 전후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p<.01), 집단 간 차

이를 비교한 결과는 연구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는 마비쪽 발목의 키네지오테이핑이 뇌졸중 환자의 균

형과 보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치료 중재는 연구군

에 마비쪽 발목의 키네지오테이핑을 대조군은 비탄력테이핑을 

4주간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흔들림 균형지수에서 치료 중재 후 모든 환경에서 

연구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 간 

비교에서는 3번 환경(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서있는 자세)에

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발목 키네지

오테이핑은 자세 흔들림 감소와 한 발로 가만히 서있기 자세

에서 균형 향상을 나타내었다는 연구26)와 테이핑 적용 전후에 

따른 정적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 신체중심 이동길이의 변화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2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발목 키네지오테이핑이 관절 움직임이 과도해지는 것을 제한

하고 고유수용성 되먹임 기전을 향상시켜, 역동적인 발목 안

정근육의 동원시간을 단축시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28) 그리고 시각정보와 발목균형전략을 이용하는 3번 

환경(스폰지 위에서 눈 뜨고 서 있는 자세)에서 연구군과 대

조군 간에 차이를 보였고, 시각정보를 차단한 4번 환경(스폰

지 위에서 눈 감고 서 있는 자세)에서는 연구군과 대조군 간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뇌졸중 환자에게서 균형은 시각 

정보의 비중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20)

둘째, 버그균형척도의 변화에서는 연구군과 대조군에서 모

두 치료 중재 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두 집단 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원종임29)은 버그균형척도가 만점에 가깝

고 점수가 높은 환자일수록 천장효과로 인해 측정도구의 변별

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는 연구군과 대조군을 비교

하는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생각된

다.

셋째, 일어나서 걷기검사에서 연구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치료 중재 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마비쪽 하지에 키네지오테이핑

과 PNF 기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 버그균형척도와 10미

터 보행검사 결과, 연구군의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는 보고30)

와 일치하며, 버그균형척도와 무게 중심점, 안정성 한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군에서 마비쪽 발목의 키네지오테이

핑이 균형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24)는 본 

연구의 중재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김우일19)은 키네지오테이핑이 반고정효과를 통해 피부수

용기와 고유수용기를 자극을 하여 근육 내 감마운동신경원의 

민감도를 높여 근긴장도를 유지 및 증가를 시킨다 하였다. 그

리고 앞정강근과 가자미근의 교대적 근활성도를 증가시켜 발

바닥의 압력 중심점을 이동시켜 자세 조절에 도움을 주고31), 

발과 발목관절의 키네지오테이핑 적용이 보행 패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보행 치료의 빠른 효과 위한 임상 적용 방법으

로 적절하다고 하였다.32) 뇌졸중 환자의 키네지오테이핑 적용

은 물리치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적용하기 쉬운 접

근법이며, 테이핑 적용을 통한 균형과 보행 향상을 본 연구에

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테이핑의 효과에 대한 근활

성도 연구는 미흡한 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19), 향후 근활성

도를 통한 테이핑의 효과를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키네지오테이핑이 뇌졸중환자의 균형 

회복과 보행 속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중재라고 입증할 

수 있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바스, PNF, 체중부하훈련, 트레드밀 보행훈련 등의 기존 치

료 방법들과 키네지오테이핑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뇌졸중환자

의 균형 및 보행 향상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의 수가 부족하여 연구 

결과를 모든 환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일 의

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만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택편견이 개

입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테이핑의 효과 대해 정확한 연구

를 위해서는 테이핑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을 추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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