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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선수에게 발목 테이핑이  후 

착지 시 발목 각속도, 지면반력과 자세 안정성에 미치는 향

The Effects of Ankle Taping on Ankle Angular Velocity, Ground Reaction Force and 

Postural Stability during Jump Landing on Athlete with Functional Ankle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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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상해 방을 해 이용하는 테이핑의 효과는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이해할만하게 이야기 되어져 왔지만, 기능  발

목 불안정성을 가진 상자에게 동  임무를 가지고 지면반력과 안정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선수들을 상으로  후 착지 시 지면반력 변인과 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 

실험을 하여 기능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14명의 선수가 참가하 고 동작분석과 지면반력 값을 산출하기 해 

외선 카메라 8 (Vicon MX-F20, Oxford Metric Ltd, Oxford, UK)로 구성된 동작분석시스템(Vicon Motion Systems)

과 지면반력기를 사용하 다. 본 연구 결과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선수에게 테이핑의 용은 착지 시 배측굴곡 각속

도, 내번 각속도, 최  수직지면반력을 감소시켰으며, 안정성과 련된 변인인 A-P cop, M-L cop에서 안정성을 향상

시켰다. 임상에서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상해 방을 한 하나의 방법으로 테이핑의 사용을 권장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K. H. KIM, and J. H. CHO, The Effect of Ankle Taping on Ankle Angular Velocity, Ground Reaction Force 

and Postural Stability during Jump Landing on Athlete with Functional Ankle Instability.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Vol. 19, No. 3, pp. 519-528, 2009. The effects of taping on the use of such measures for 

prevention have already been comprehensively described in the literature. However, few studies have analyzed 

ground reaction forces and postural stability with functional ankle instability subject during dynamic activities with 

ankle tap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nkle taping on ground reaction force and 

postural stability during jump landing. Fourteen players who has ankle instability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used vicon and force platform. The application of taping who has ankle instability decreased DF and inversion 

angular velocity and peak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during landing. It also improved A-P cop, M-L cop in 

stabi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e use of taping as part of injury prevention for subject with functional 

ankle instability in clin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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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수들에게서 발생하는 스포츠 상해 부 는 하지가 

주를 이루며(Hootman, Dick & Agel, 2007), 그  발목

의 바깥쪽 염좌는 발목 상해에서 가장 일반 으로 발생

한다. 

염좌의 결과로써 근육의 기계  수용기의 손상은  

고유수용감각 능력의 결여로 인해 1년 안에 다친 부

에 재상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Hertel, 2000; Tropp 

& Odenrick, 1988), 한번 발목 염좌를 가진 선수는 염좌

를 당하지 않은 선수에 비해 바깥쪽 불안정성의 빈도가 

높고, 재부상 발생률이 2~5배 이상 높다고 하 으며 

(Eechaute, Vaes, Van Aerschot, Asman & Duquet, 

2007), 이들에게 보다 집 인 방  리가 필요하다

고 하 다(Arnason, et al., 2004). 

발목은 이스(보호 )나 테이핑을 가장 많이 용

하는 부   하나이다. 발목 테이핑은 발목 염좌를 당

한 후에 재 상해에 한 험으로부터 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으며(Steven, Annette, Kay & 

Earl, 2009), 선수들은 발목 상해 방의 수단으로써 발

목 테이핑을 하고 있다. 

방  차원에서 발목 테이핑은 발목의 운동범

(ROM)를 감소시킨다고 하 으나, 이것이 자세 컨트롤

에 있어서 발목의 효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제안하

기도 하 다(Cordova, Ingersoll & LeBlanc, 2000; 

Horak, 1987). 반면 테이핑을 포함한 발목 보조기들은 

부가  체성감각 피드백(somatosensory feedback)을 제

공하여 발란스 유지 능력에 정 으로 향을  수도 

있다고 하 다(Emin & Bulent, 2008; Feuerbach & 

Grabiner, 1993; Steven et al, 2009). 테이핑의 방  

효과들은 많은 연구들에서 보여지고 있지만(Alt, Lohrer 

& Gollhofer, 1999; Greene & Hillman, 1990; Kaminski 

& Gerlach, 2000; Meana, Alegre, Elvira & Aguado, 

2008; Shapiro, Kabo, Mitchell, Loren & Tsenter, 1994), 

그것들이 부분 기능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상자

들을 측정하지 않고 정상 인 사람들만을 측정하 다. 

이러한 방  효과들이 기능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상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기능  발목 불안정성은 성 발목 염좌 후 발생하

는 가장 일반 인 징후의 하나이다. 발목 의 불안정

성은 인 의 느슨함을 객 인 측정으로 하는 기계  

불안정성과 발목이 빠지는 느낌으로 정의되는 기능  

불안정성으로 이야기 되어진다(Emin & Bulent, 2008). 

이러한 발목 불안정성은 하지 근육들의 안정화를 한 

지연된 근육반사, 근력의 하, 운동감각능력의 결여와 

자세 안정성에 향을 주어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Konradsen, 2002; Riemann, 2002; Vaes, Duquet & 

Van Gheluwe, 2002). 이처럼 발목 불안정성이 래하

는 부분을 테이핑의 용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상황에서 착지 동작은 빈번히 일어나는 동작

이고 잘못된 착지는 상해의 원인이 되며, 착지 시 하지 

에 미치는 충격량과 부하는 근골격계 상해의 원인

이 될 수 있다고 하 다(Dufek & Bates, 1990). 움직임 

에 발생되는 의 운동범 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

는 충격력과 하게 련되어 있다(McCaw & 

Cerullo, 1999). 테이핑의 용은 맨발 착지 때보다 상

으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목 의 운동범 를 

감소시킨다고 하 다(김경훈, 조 행, 이성철, 2009). 

지 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테이핑의 용이  

후 착지 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테이핑

이 기능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선수들에게  후 

착지 시 발목 운동에 한 각속도, 지면반력에 나타나

는 반응과 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테이핑의 효

과를 알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목 은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선수들을 

상으로  후 착지 시 테이핑이 발목 각속도, 지면

반력 변인과 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 선정은 Y 학교에 재학 인 운동

선수들을 상으로 하여 기능  발목 불안정성 평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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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Carrie, Bruce, Brent & Shepard, 2006; Christopher, 

Robroy & Joshua, 2008; Scott, Kevin, Bing & Michael, 

2008)을 통해 불안정성으로 단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선수  오른 발을 주 사용발로 하는 14명(연

령:20.54±0.72years, 신장:181.9±3.18cm, 체 : 79.2±

4.56kg)을 선정하 다. 발목 불안정성 평가는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모든 연구 상자는 본인의 상

태에 맞게 질문에 체크하게 하 다. 발목 불안정성 평

가는 11가지 질문을 포함하 다. 1) 발목 염좌 경험  유

무2) 발목 염좌로 병원에 간 경험 유무3) 발목염좌로 인

해 몸무게 지탱을 할 수 없어 목발을 사용한 경험 유무 

4) 편평한 바닥을 걸을 때 불안정성을 느낀 경험 유무 

5) 불규칙한 곳을 걸을 때 불안정성을 느낀 경험 유무 

6) 스포츠 활동 동안 불안정성을 느낀 경험 유무 7) 계

단을 오를 때 불안정성을 느낀 경험 유무 8) 계단을 내

려올 때 불안정성을 느낀 경험 유무 9) 발목 염좌 때문

에 재활을 받은 경험 유무 10) 무릎을 다친 경험 유무 

11) 무릎 아래 쪽을 다친 경험 유무 다. 이  발목 불

안정성을 가진 자로 선별하기 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하 다. 1번을 체크했고 어도 4가지 질문에 체크

한자를 선별하 다. 이  10번과 11번을 체크하고 두발 

모두 염좌를 경험한 자는 본 실험에서 배제시켰다. 이

들은 실험  3개월 동안 하지의 부상  외과  문제

를 가지지 않은 자들로 선정하 다.

 2. 실험방법

  

피험자들의 최  운동 수행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의 거리와 높이는 각 피험자들 키의 50%와 

20%로 하고, 의 거리를 통제하기 해 지 에 

테이 로 표시를 하 다. 의 높이를 통제하기 해 

지 과 착지지 (지면반력기 심)사이의 앙지

에 을 이용해 테니스공을 매달아  시 머리로 맞

추게 하 다. 

 동작은 비동작 시 보폭은 양 어깨 넓이 으

며,   도움닫기 없이 두 무릎과 두 발을 이용해 

하게 하 고 착지 시 불안정성이 있는 오른발로 연

성착지를 하도록 하 다. 착지 후 안정된 자세가 나오

면 착지한 무릎을 신 시키고 10  동안 심을 잡고 

서있게 하 으며, 이때 왼쪽 다리는 엉덩 과 무릎

을 약 90도 굴곡시켜 유지 시킨 후 10 간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게 하 다. 피험자 모두에게 동일한 스

재질의 운동복과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은 같은 제품사

의 운동화를 착용하게 하 다. 오른 팔은 왼쪽 어깨를, 

왼쪽 팔은 오른쪽 어깨를 교차로 잡게 하여 고정시킴으

로써 팔의 움직임을 제한하 다. 실험 도  피험자가 

도움닫기를 실시할 경우, 선을 밟고 하 을 경우, 

머리로 테니스공을 맞추지 못한 경우, 착지 시 심을 

잃거나 왼발이 지면에 닿을 경우는 실패로 간주하 다. 

4번의 성공 인 동작이 나올 때까지 실시하 으며 각 

의 간격을 30  이상으로 하여 피험자들이 하지의 

피로를 최 한 쌓이지 않게 하 다. 반복되는  후 

착지 효과에 한 학습효과를 이기 해 번호표를 작

성하여 무작 로 뽑게 하여 맨발 착지와 테이핑 착지를 

실시하 다. 선수보호를 해 를 실시하기 , 15분

간 비운동  웜업을 실시하 다. 

테이핑은 미국 공인 선수 트 이 (NATA-ATC)가 

비자세 동작 테니스공 맞추기

오른발 착지 한발로 버티기

그림 1.  후 착지 동작

모든 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으며, 발목 테

이핑은 비탄력 테이 (white tape)를 이용하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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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3개의 스티어럽(stirrup), 3개의 호오슈

(horseshoe), 피겨 에잇(figure 8), 2번의 힐락(heel 

lock), 완 감싸기 순으로 용하 다. 

3. 자료수집

동작분석을 해 외선 카메라 8 (Vicon MX-F20, 

Oxford Metric Ltd, Oxford, UK)로 구성된 동작분석시스

템(Vicon Motion Systems, Oxford Metrics Ltd, Oxford, 

UK)을 이용해 100Hz로 하지의 착지 동작을 캡쳐 하 다. 

하지 의 앙을 구하기 해서 실험  각 상

자들의 다리 길이와 무릎, 발목의 비를 측정하 다. 

Vicon의 Plug in gait 하지 마커 세트를 이용하여 하지

의 3차원  데이터를 수집하 다. 지면반력을 분석하기 

해, 지면과 지면반력기(ORG-6, AMTI, Watertown, 

MA)의 표면의 높이가 같게 실험실 바닥에 1 를 묻어 

사용하 으며 당 2000Hz로 지면반력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수집된 상과 지면반력 데이터는 Butterworth 

Low-Pass Filter에 의하여 필터링 하 으며, cut-off 

frequency는 상의 경우 10Hz, 지면반력의 경우 

100Hz로 하 다.

정면 측면 후면 
그림 2. 해부학  경계

외선 카메라와 지면반력 신호를 동조하기 해 

Vicon Motion System의 Data Station과 연결된 아날로

그 신호 제어 상자(analogue signal control box)를 사용

하 다. 자세 안정성에 한 분석으로 COP(center of 

pressure)를 분석하 다. COP는 착지 후 지면반력으로

부터 발의 평균 압력 심의 변화량을 측정한 것이다

(Guskiewicz & Perrin, 1996).

4. 변인계산

발이 지면반력기에 닿는 순간 최  한계치를 8N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값을 기록한 시 을 착지 순간

(initial contact)이라 하 다. 모든 지면반력 값은 각 피

험자들의 몸무게(body weight)로 나 어 일반화하 다. 

1) 부하율(loading rate)은 최  수직지면반력 값을 

각자의 몸무게로 나  후 그 때까지 소요된 시간

으로 나  값이다. 부하율을 구하기 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임비오 등, 2008).

부하율(N/BW/s)= 






PF(Peak Force) : 최  수직지면반력(N)

F8+ : 지면반력 값이 8N을 넘는 최  값

TP(Time of Peak) : PF가 발생하는 시 (sec)

T8+ : F8+가 발생하는 시 (sec)

2) 충격량(impulse)은 최  수직지면반력 값이 나올 

때까지의 면  값이다. 충격량을 구하기 한 공

식은 다음과 같다.

충격량(kg·m/s) =  F·dt

3) medial-lateral COP(M-L cop)와 Anterior-posterior 

COP(A-P cop)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Micheall, 

Ross, Blackburn, Hirth & Quskiewicz, 2006).

  M-L cop = 






  

A-P c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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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처리

각 상자들은  후 착지 동작을 실시하 으며 

이  성공한 4개 동작의 평균값을 구하 다. 맨발과 테

이핑 간의 운동학 , 운동역학  변인들의 차이는 SPSS 

15.0 통계패키지 내의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05의 

유의도 수 에서 검증하 다. 

Ⅲ. 연구결과  

테이핑의 용은 기능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선수

들의  후 착지 동작 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 값은 상자들의 체 평균값을 나

타낸 것이다.

1. 발목 각속도

<표 1>은 발목의 배측굴곡과 내번의 각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착지 순간부터 무릎의 최  굴곡까지 테이핑은 

배측굴곡과 내번의 각속도 모두 어들었다(p<.05).

테이핑
유  무 

Mean SD t p

배측굴곡
각속도(°/s)

맨발 215.00 68.16 
3.609 .001**

테이핑 171.20 60.70 

발목내번
각속도(°/s)

맨발 35.61 16.22 
4.068 .000***

테이핑 26.87 15.90 

**p< .01, ***p< .001

표 1. 발목 각도, 각속도

(°/s)

그림 3. 발목 배측굴곡 각속도 

(°/s)

그림 4. 발목 내번 각속도

2. A-P, M-L cop

<표 2>는 A-P, M-L COP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착

지 순간부터 10 까지 테이핑은 맨발에 비해 A-P, M-L 

COP 크기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p<.05). 

테이핑
유  무 

Mean SD t p

A-P
cop

맨발 160.47 42.39 
2.857 .007** 

테이핑 133.53 38.17

M-L 
cop

맨발 65.68 28.74 
2.229 .033* 

테이핑 53.77 10.40 

*p< .05, **p< .01

표 2.  A-P, M-L cop 

(㎜)

그림 5. 맨발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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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테이핑 COP 

3. 부하율, 충격량, 최  수직지면반력

<표 3>는 부하율, 충격량, 최  수직지면반력과 최  

수직지면반력이 나올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나타낸 것이

다. 착지 순간부터 무릎의 최  굴곡까지 테이핑은 맨

발에 비해 최  수직지면반력까지의 소요시간은 어들

었고 부하율과 충격량은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났으

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05). 하지

만 최  수직지면반력은 테이핑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05).

테이핑
유  무 

Mean SD t p

부하율
(N/BW/s)

맨발 141.75 91.51
-0.134 .895

테이핑 144.52 71.49

충격량
(N/BW·s/kg)

맨발 1.98 0.59 
-0.115 .909 

테이핑 1.99 0.37 

최 수직지면
반력시간

(ms)

맨발 33.73 13.23 
1.837 .076 

테이핑 28.55 10.94 

최 수직
지면반력
(N/BW)

맨발 3.90 0.91 
2.061 .048* 

테이핑 3.52 0.74 

*p< .05

표 3. 부하율, 충격량, 최  수직지면반력과 소요시간

(N/BW)

그림 7. 수직지면반력

 

Ⅳ. 논 의

본 연구에서 수행한  후 착지는 8자형 뛰기와 

함께 기능  발목 불안정성의 여부를 단하는 유용한 

기능테스트 방법이며(Docherty, Arnold, Gansneder, 

Hurwitz & Gieck, 2005; Ross, Guskiewicz & Gross, 

2008), 특히 발목의 기능  불안정성을 가진 선수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임상  방법이다(Ross & 

Guskiewicz, 2004).

경기나 연습 상황에서  후 착지 순간 발목의 외측

부 인 나 무릎의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특히, 발목의 외

측부 인  손상은 착지 시 발목이 족 굴곡 되어지고 내

번되어진 상태에서 상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 다

(Safran, Benedetti, Bartolozzi & Mendelbaum, 1999). 

착지 순간(initial contact)에는 족 굴곡이 된 상태에

서 지면에 닿기 시작하며 지면에 닿는 순간 이후부터는 

배측굴곡이 일어난다. 착지 순간 배측굴곡 각속도, 내번 

각속도가 테이핑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난 것은 테이핑

의 발목을 제한하는 효과로 인해 각속도가 작아졌기 때

문이다. 상해의 발생은 아주 짧고 빠른 순간에 발생하

기 때문에 몸이 방어기 을 작동하기 에 다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발생하는 동작의 속도가 어들었다

는 것은 발목 염좌를 래하는 어떤 힘에 보다 빠르게 

반응하게 해 으로써 그만큼 상해를 당할 수 있는 확률

을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테이

핑은 재발되는 발목 염좌에서 족 굴곡과 배측굴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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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감지하는 효과가 없었다(Refshauge, Kilbreath 

& aymond, 2000)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상

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 안정성을 단하는 통 인 방법은 cop의 공

간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cop 크기를 자

세 불안정성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Lee & Lin, 2007; 

Ross & Guskiewicz, 2004).

테이핑의 효과로써 2가지의 고유수용감각의 잠재  

민성을 향상시킨다는 원리가 있다. 첫 번째는 테이

와 피부사이의 이 해짐으로써 피부 표피에 있

는 수용기로부터 몸의 심으로 들어오는 신경의 활성

화가 증 되어진다(Burke, Dickson & Skuse, 1991)는 

것과 두 번째로 테이핑이 근육에서 감각신경을 집  시

킬 수 있는 표피 자극을 증가시키고 운동신경세포집단

의 활성화를 증가시킨다는 이론이 있다. 그러므로 테이

핑의 용은 증가된 표피 자극을 통해 빠른 근방추의 

흥분발사를 일으킨다(Feuerbach, Grabiner, Koh & 

Weiker, 1994). 

본 연구의 결과 A-P, M-L cop의 값이 감소가 되었다

는 것은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무릎이 최 로 굴

곡되는 동안 심을 잡는 과정에서 고유수용성능력의 

활성화가 향상됨으로써 흔들림의 폭을 일 수 있었으

며 이로 인해 안정성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단된다. 

이는 Feuerbach과 Grabiner(1993)는 보조기를 이용해서 

분석한 내용과 일치한 결과를 보 다.

상해 방이나 경기력 향상을 해서는 착지 시 움

직임을 감속시키고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테이핑의 용은 이를 도와 다고 할 수 있다. 

 후 착지 시 몸이 흔들릴 때 맨발 그룹은 몸의 

심이 더 안정성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몸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큰 외부 모멘트를 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 로 테이핑 그룹에서는 안정

인 자세로 가기 한 몸 흔들림의 감소가 일어났다. 

이는 테이핑의 안정성 효과를 의미한다. 

발목에 테이핑을 용한 것은 발목의 기계 , 기능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착지 후 

발란스를 잡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기능  불안정성 발목 

환자들이 착지 후 심을 잡는 과정에서 발목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를 더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테이핑 용 후 발목 기능의 향상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여  것이다. 본 실험과제와 유사한 동  안정성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보조기를 착용하 을 때 수직  

요소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 으나, 후요소와, 좌우

요소에 해서는 효과가 없었다(Wilstrom, Arrigenna, 

Tillman & Borsa,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후

(A-P cop), 좌우(M-L cop), 수직 (VGRF) 요소의 모든 

변인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기보

다 테이핑이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 이라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착지동안 최  배측굴곡 각속도와 

내번 각속도를 측정하 다. 두 가지 모두에서 테이핑을 

용한 그룹에서 값이 게 나타났다. 착지를 하는 동

안 들의 각속도는 하강의 끝에서 0으로 감소된다. 

각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회 체의 운동역학  에 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임과 동시에 상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

다는 의미일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각속도를 0으로 감

소시키기 해서는 회  방향과 반 로 용되어지는 

토크가 필요되어지는데 그 토크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발목 뒤쪽과 쪽 근육들에서 큰 신장성 수축이 착지동

안 일어나야 한다. 이 신장성 수축으로 착지시 발생되

는 배측굴곡과 내번의 각속도가 감소되어질 수 있다. 

이처럼 상해 방을 해서는 테이핑과 같은 보조 인 

방법과 더불어 이러한 근육들의 신장성 트 이닝을 시

킬 필요가 있다.

착지할 때 신체에 가해지는 부하를 측정하는 것은 

상해를 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다른 요인  하나이

다. 즉 높은 GRF와 근골격 상해사이에는 한 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  수직지면반력 값은 맨발에 

비해 테이핑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5). 이것

은 테이핑을 함으로써 발목 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반면에 무릎과 엉덩 을 더 굴곡시켰기(김경훈 등, 

2009) 때문에 최  수직지면반력을 일 수 있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외부 보조기를 착용한 것은 수행력

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움직임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도 있고, GRF의 경우에는 테이핑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Hu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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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rard, 1998)고 하 으며, 테이핑이 운동범 를 감소

시키고는 있지만 force data의 크기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다(Riemann, Schmitz, 

Gale & McCaw, 2002).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은 향상되

었으며 VGRF 값은 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스포츠 장이나 임상에서 테이핑은 상해 방과 경

기력을 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테이핑을 사용하는 많은 선수, 지도자, 트 이

들은 테이핑의 효과에 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테이핑의 용은  후 착지동안 배

측굴곡 각속도, 내번 각속도, A-P cop, M-L cop, 최  

수직지면반력을 감소시켰다. 이는 테이핑을 통해 발목  

안정성의 증가를 가져와서 이를 통해 착지기술이 향상

된 것으로 단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선수에게 테이핑의 용은

1. 착지 시 배측굴곡 각속도, 내번 각속도를 감소시

켰다. 

2. 안정성과 련된 변인인 A-P cop, M-L cop에서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3. 최  수직지면반력을 감소시켰다. 

이는 테이핑이 기능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선수에

게  후 착지 시 하지의 신경근 활성화를 시켜 와 

같은 이득을 본 것으로 단된다. 상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목 움직임에 한 각속도의 감소, 안정성의 

향상, 근골격계에 직 인 충격이라 할 수 있는 최  

수직지면반력의 감소는 테이핑의 직 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임상에서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상해 방을 한 하나의 방법인 테이핑의 사용을 권장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테이핑의 보다 완 한 효과

를 살펴보기 해 후속 연구로는 정상 인 상자들에

게 테이핑이 미치는 향과 근 도 분석을 통해 근육 

활성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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