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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bstract
1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kinesio taping applying to foot and ankle joints on
15foot pressure and gait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16Methods: This study was a within-subject, between-condition comparative design. We enrolled Five stroke
17patients with chronic stroke. Patients had Kinesio taping applied on tibialis anterior, tibialis posterior, peroneus,
18and foot arch. We used TPscan to measure the foot pressure and G-walk to analyze walking ability. We
19measured foot pressure and gait ability with and without foot and ankle taping.
20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oot pressure between the foot and ankle joints (p> 0.05).
21Cadence, stride length, stance phase, and swing phase of gait pattern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22However, for cadence, stride length, there showed a large effect size and for stance phase, showed from
23moderate to large effect, and for swing phase, showed a small effect size.
24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foot and ankle joint kinesio taping to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had no
25significant difference after using taping but showed from small to large effect. Therefore taping may positively
26influenced gai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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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2발목관절과 발의 생체역학은 선 자세와 보행 시 기능적 체중지지와 충격을 흡수 하고 신체 무게중심 이동에
33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또한 신체 무게중심 이동에 반응하여 지지면에 대한 자세 조절을 유지하는 역할
34을 한다. 특히 세로발바닥활은 체중 부하시에도 아치 형태를 유지하며, 발목관절의 내재근과 외재근은 3차
35원적 움직임을 조절하고 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1. 안쪽 세로발바닥활은 체중부하의 정적, 동적 활동 시
36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안쪽 세로발바닥활이 높거나 낮으면 발뒤꿈치의 움직임을 감
37소시키며, 뒤정강근은 안쪽 세로발바닥활 유지에 중요한 근육으로 마비가 발생 하면 안쪽 세로발바닥활이
38낮아지게 된다2,3, 이와 같이 발목관절 근약화와 발의 생체역학적 변화는 정상 보행 패턴 중 분속수의 감소와

39활보장이 길어지게 된다4.
40정상 보행 패턴 중 발뒤꿈치-발바닥-발끝으로 연속되는 동작에서 발목관절 움직임의 동작 제한은 균형에 영
41향을 미치며, 발목관절 시상면의 움직임 조절하는 외재근의 마비와 약화는 다양한 환경에서 일상생활 하는
42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5.
43뇌졸중 환자의 보행 장애는 비정상적 근긴장도, 체중지지 능력의 감소와 균형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해 엉덩
44관절,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운동 장애로 이어지며6, 보행의 특성은 협응 능력 장애, 손상측의 보행 패턴
45중 활보장이 짧고, 흔들기가 길고, 디딤기가 짧으며7, 보행의 속도도 느리고, 분속수가 감소되며, 발목관절
46근약화와 발의 변형은 발이 지지면과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어 불안정한 자세조절의 원인이 된다8. 또한 세
47로발바닥활의 변화와 발목관절 근육의 약화는 신체 무게중심 이동과 고유수용감각 입력 장애를 발생시키어
48균형 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동적, 정적 자세조절을 위해 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9. 뇌졸
49중 환자에서 발목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임상적 중재로 키네시오 테이핑은 관절의 안정성과 근육의 정상 정
50렬을 유지시키어 자세조절과 보행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줄수있다10.
51안쪽 세로발바닥활의 유지 목적으로 비탄력 로우다이 테이핑을 적용하는데 키네시오 테이핑 도 적용 목적
52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발목과 발의 키네시오 테이핑은 관절 움직임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고유수용감각
53기를 자극 하는 효과가 있으며11,12, 발목관절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킨다13. 보행 중 안쪽 세로발바다활의 높
54이를 48시간 동안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조기를 대체할수 있고14, 만성적 불안정한 발목관절의 경우
55에도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균형 향상이 72시간 동안 유지되었다15. 이와 같이 뇌졸중으로 약화된 발과
56발목관절의 정상 움직임 조절을 위해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관절 움직임의 안정성과 발의 지지지면 접촉
57에 영향을 미치어 족저압과 보행에 빠른 치료 효과가 나타날것이라 판단되며,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족저압
58변화에 따른 자세조절과 보행 패턴의 향상을 위한 발과 발목관절 임상 중재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59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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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62
631.연구 대상자
64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원에 위치한 B병원에서 외래 물리치료를 받고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6개월 이상된 자
65를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경직도(modified Ashworth scale, MAS)가 “0”, “1”,
66“1+” 해당하는 자와 보조도구 없이 10m 이상 보행 가능한 자, 한국형 정신상태 검사(K-MMSE) 점수 24점
67이상인 자, 하지에 정형외과 질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치매와 외상성 뇌손상 환자는 대상자에서
68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별하였다.
692.측정도구 및 방법
701)족저압 평가 장비
71정적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족저압 측정기(TPscan, 바이오메카닉스, 대한민국)을 이용하였다. 족저압 분석
72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압력 매트, 다리에 부착하는 변환 장치, 변환 장치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케이블로
73구성되어 있다. 5mm 두께의 매트 위에 정적 선 자세에서 전방 5m에 위치한 목표물을 10초 동안 시선을
74고정하여 유지하는 동안 발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총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752) 보행분석 장비
76보행분석 장비인 G-walk (BTS G-walk®, BTS Bioengineering, Garbagnate Milanese, Italy)는 3축
77가속도계, 센서 및 3축 자이로 스코프가 장착 된 무선 시스템 G 센서를 사용하여 시공간 매개 변수를 측정

78할 수 있다. G-walk는 무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무선 G 센서를 허리(L5) 영역에 벨트를 이용
79하여 부착 한다. 환자에게 5분 동안 편안한 보행을 하도록 하여 시간, 공간 보행 패턴과 보행의 대칭성, 골반
80각도 등을 측정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의 시간, 공간 보행 패턴을 측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키네시오
81테이핑 부착 후 10분 동안 보행하여 중재의 적응을 한 후에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러
82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행 분석 장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16.
833) 키네시오 테이핑 방법
84연구 대상자는 키네시오 테이프(아텍스, Kore)을 이용하여, 손상측 발목관절 근육과 발에 부착하였다. 발목
85관절의 키네시오 테이핑는 중간 정도의 장력으로 첫 번째 뒤정강근의 테이프 부착은 정강뼈와 종아리뼈 뒷
86면에서부터 안쪽 복사뼈 까지 엎드린 자세에서 부착하였다(Figure 1). 두 번째는 앞정강근의 테이프는 정강
87뼈 위쪽 외측면에서 첫 번째 발허리뼈와 첫 번째 쐐기뼈 주변에 바로누운 자세에서 부착한다. 세 번째는 긴
88종리근의 테이프는 종아리뼈 머리에서 가쪽 복사뼈를 지나 발바닥을 감싼 후 첫 번째 발허리뼈에 옆으로 누
89운자세에서 부착하였다(Figure 2)15. 발의 키네시오 테이핑은 최대 장력으로 로우다이 테이핑 방법을 이용
90하였으며, 대상자는 침대에 편안하게 바로 누운자세에서 치료사에 의해 발목관절 중립자세 유지하여 테이
91프를 부착하였다(Figure 3). 세로활 테이프는 다섯 번째 발허리뼈 머리에서 발꿈치뼈를 감싸고 첫 번째 발
92허리뼈 머리까지 부착한다. 가로활 지지의 테이프는 발뒤꿈치 앞쪽에서 시작해서 발허리뼈 머리 까지 중첩
93해서 발바닥에 부착하고, 가로활 테이프를 보강하기 위해 세로활 테이프를 추가 부착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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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inesio taping of

Figure 1. kinesiotapingoftib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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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kinesiotapingof foot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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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통계방법
98본 연구의 통계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키네시오 테이핑 중재 전. 후 비교를
99위해 paired-t 검정을 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효과크기는 전후의 표준화된 평
100균차이를 측정하고 실험설계를 위한 필요한 샘플수를 알아내기 위해 계산되었다17. 효과크기는 >0.2는 작
101은효과(small effect), >0.5는 중등도효과(moderate effect), >0.8는 큰 효과크기를 일컫는다
102
103

Ⅲ. 결과

104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5연구 대상자는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총 5명 이었으며, 평균 신장은 162.00±7.00cm, 평균 체중은
10657.80±4.43kg, 평균 나이는 65.40±9.76세 이며, 뇌출혈 1명과 뇌경색 4명 이고, 평균 발병기간은
10712.40±1.14개월 이었다 (Table 1)
108
109
110
111

112Table 1. The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Study group(n=5)

Gender(M/F)

3/2

Height(cm)

162.00±7.00

Weight(kg)

57.80±4.43

Age(year)

65.40±9.76

Hemorrhage / Infarction

1/4

Hemi-side(R/L)

3/2

Duration(month)

12.40±1.14

113
1142.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 후 족저압 비교
115키네시오 테이핑 적용에 따른 족저압 비교에서 건측의 적용 전 53.00±6.96%에서 적용 후 53.20±6.79%
116로 차이가 없었고, 환측은 적용 전 47.60±8.17%에서 46.80±6.79%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
117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 후의 족저압 변수 효과크기는 건측 0.03이었고,
118환측 0.19 이었다. (Table 2).
119
120Table 2. Comparison of Foot pressure between pre and post for applying Kinesio Taping
Variables
Foot pressure(%)

Pre

Post

p

effect size

Unaffected

53.00±6.96

53.20±6.79

1.00

0.03

Affected

47.60±8.17

46.80±6.79

0.68

0.10

121*p< 0.05
122
123
1243.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 후 보행 비교
125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후의 보행 비교에서 분속수 88.84±5.64(step/min)에서
12694.00±4.78(step/min) 증가 하였고, 활보장의 건측은 1.40±0.20m에서 1.62±0.21m 증가하였고, 환
127측은 1.42±0.21m에서 1.46±0.25m으로 증가하였다. 디딤기의 건측은 70.06±5.65%에서
12862.58±19.60% 감소하였고, 환측은 56.34±9.30%에서 60.38±5.26%으로 증가하였다. 흔들기의 건측
129은 29.94±5.65%에서 28.58±3.23% 감소하였고, 환측은 40.74±4.88%에서 39.32±5.04%으로 감소
130하였다. 그러나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 후 보행 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
131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 후의 보행 변수 효과크기는 분속수는 0.91이고 활보장은 건측 1.10이고 환측
1320.19 이었다. 디딤기의 건측 1.32이고 환측 0.43이었으며, 흔들기의 건측 0.24이고 환측 0.29 이었다
133(Table 3).
134
135Table 3. Comparison of gait between pre and post for applying Kinesio Taping
effect

Variables

Pre

Post

p

Cadence (step/min)

88.84±5.64

94.00±4.78

0.22

0.91

1.40±0.20

1.62±0.21

0.10

1.10

Stride length

Unaffected

size

(m)

Affected

1.42±0.21

1.46±0.25

0.31

0.19

Stance phase

Unaffected

70.06±5.65

62.58±19.60

0.68

1.32

(% cycle)

Affected

56.34±9.30

60.38±5.26

0.13

0.43

Swing phase

Unaffected

29.94±5.65

28.58±3.23

0.34

0.24

(% cycle)

Affected

40.74±4.88

39.32±5.04

0.22

0.29

136 p< 0.05
*

137
138
139

Ⅳ. 고찰

140만성 뇌졸중 환자의 근약화는 다양한 환경에서 감각자극에 반응하여 운동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발생시
141키며, 특히 비정상 움직임으로 근골격계의 문제가 발생된다. 하지의 근골격계 문제 중 근약화로 발처짐이
142나타나는 경우 엎침되어 발배뼈 위치가 정상 보다 낮아지고, 근긴장도가 높은 경우 내번과 뒤침의 변형이
143나타난다. 이러한 발변형은 동적, 정적 선 자세의 균형능력을 저하시키어 보행 장애가 발생된다18. 정상 보
144행과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발목관절 근육의 균형은 관절위치감각 입력을 통해 다양한 지면에서 신체 균
145형을 유지하고 신체 무게중심을 이동할수 있도록 한다19. 그러나 엎침의 발변형은 보행에서 디딤기 동안 신
146체 무게 중심이 특정 부위에 증가하게 되어 일상샐활에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손상의 위험요인이
147된다20. 발 변형에 따른 임상 중재 방법으로 키네시오 테이핑을 사용하며,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은 대칭적
148신체 무게중심을 유지 할수 있고 보행에도 영향을 미치며, 적용 후 즉각적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21.
149뇌졸중 환자에게 발목관절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손상측의 족저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중재의 효
150과는 24시간 동안 유지 되었다22. 또한 만성적 발목관절 불안정한 환자에게 앞정강근, 뒤정강근, 긴종아리
151근과 발의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다양한 지지면에서 균형 유지와 과제 수행하는 동안 균형지수가 유의하
152게 증가 하였다15. 뇌졸중 환자에게 발등굽힘근, 발바닥굽힘근에 변형된 로우다이 테이핑 방법으로 키네시
153오 테이핑 적용 후 발목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였으며, 발의 지지면 접촉을 증가시키어 균형 향상에 영향을
154미쳤고 뇌졸중 환자가 보행 중 엉덩관절 전략 보다 발목관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 키네시오 테이핑
155은 유용하며, 중추신경계 운동치료와 병행하여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23.
156본 연구에서 발목관절의 앞정강근, 뒤정강근, 긴종아리근과 발의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족저압 변화에서
157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 후
158족저압 변수에 대한 효과크기 분석에서 작은 효과가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만성기
159보행이 가능한 환자로 근골격계 변화에 따른 발과 발목관절에 키네시오 테이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
160한 것으로 판단되며, 키네시오 테이핑의 적용 기간과 방법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61뇌졸중 환자에서 과도하게 엎침된 발에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발정렬 유지와 발목관절 움직임 증가로 보
162행 속도에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보조기를 대신하여 단기간 임상 중재 방법으로 적절하다10,24. 그리고
163보행 패턴 중 손상측의 분속수와 디딤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21, 만성기 불완전 척추 손상 환자에게
164발바닥 굽힘근의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후 보행 속도, 분속수, 활보장, 디딤기와 양발 지지기에서 유의한 결
165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긴장도 감소가 균형 능력을 향상 시키어 보행에 영향을 미친것이며, 환
166자에게 저가의 비용으로 보호자도 부담 없이 적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25.
167본 연구에서 보행 패턴 중 분속수, 건측과 환측의 활보장은 증가 하였고, 디딤기는 건측은 감소, 환측은 증
168가 하였으며, 흔들기는 건측과 환측 모두 감소 하였다. 그러나 보행 패턴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169며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 후 보행 패턴 변수에 대한 효과크기 분석

170에서 분속수, 건측과 환측의 활보장과 건측의 디딤기에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만성기 뇌
171졸중 환자에게 발과 발목관절에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은 보행 패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보행 치료의
172빠른 효과를 위해 임상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만성기 뇌졸중 환자는 독립적 보행을 위해 보조도구를
173사용하거나 보조기를 착용하게 된다. 보조기는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 시키나 키네시오 테이핑은 관절의 안
174정성을 제공하고 움직임을 보조하여 독립 보행 향상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조기 보다 더
175많은 관절의 움직임은 관절 위치 감각입력을 제공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연구의 대상
176자가 적었고, 키네시오 테이핑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한 경우와 다른
177중재 방법과 병행한 경우의 비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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