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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운동학 학술지, 2014, 16(2): 79-86. 발목 테이핑의 원위부 고정유무가 농구선수의 기능적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론] 본 연

구의 목적은 닫힌사슬 발목 테이핑의 원위부 고정(anchor) 유무가 기능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착용감에 한 실험이다. 

원위부 고정은 근위부 고정과 비교해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꿈치 고정(heel lock)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닫힌

사슬 발목 테이핑으로 원위부 고정의 필요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연구 상자들은 M 학에 재학 중인 남자 농구 

선수 중 최근 3개월간 부상이 없는 12명을 상으로 하였다. 기능적 운동 수행 검사 4가지(8자 외발뛰기, 좌우 외발뛰기, 6m 외

발 건너뛰기, 사각형 외발뛰기)를 원위부 고정 유무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 비교하였다. 또한 기능적 운동 수행 검사 중 테이핑

으로 발이나 발목이 불편한 부분을 경우를 설문조사를 기록하였다. 결과는 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

고,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발목 테이핑의 원위부 고정 결과 기능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또한 2명의 참가자가 원위부 고정이 있을 때 발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원위부 고정이 없을 때는 기능적 운동수행 검사 

4 가지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결론] 발목 테이핑에 있어서 원위부 고정은 운동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체중 부하 시 중족골이 벌어지는 것을 제한하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원위부 고정은 생략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발목 테이핑, 원위부 고정, 기능적 수행, 외발뛰기 검사

서론

발목 부상은 운동과 관련된 부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상이며, 모든 운동 관련 부상 횟수의 15-20%

를 차지하고 재부상의 확률이 80%에 이른다(Fong et al., 

2007; Smith & Reischl, 1986). 발목 부상의 33-73%에 이

르는 염좌(sprain)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목 테이핑이 100

년 이상 과도한 발목 염좌의 예방에 적용되어 왔고

(Gibney, 1895), 농구, 축구, 야구, 태권도 등 여러 스포

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Fong et al., 2007).

발목 염좌에 한 치료에서도 발목 테이핑이 발목 재

활 기간 동안 적용되어 기능적 운동을 수행하는데 도움

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Witjes et al., 

2012; Verhagen & Bay, 2010; Kemler et al., 2011). 발목 

염좌 후 치료 및 재활 기간 동안 발목 테이핑을 적용하

여 통증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며, 재활 및 복귀 훈련

에 적용하여 재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Abian-Vicen 등은 (2009) 발목 테이핑이 발목 관절

의 움직임을 제한하기에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직들과 

운동선수들이 발목 테이핑을 발목 보조기(ankle brace)

보다 선호하는데, 이는 발목 테이핑이 보조기보다 편

하고, 발목의 내전, 외전, 굴곡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Cordova et al., 2002; Wilkerson, 2002).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발목 테이핑은 닫힌사슬 발목 

테이핑(Closed Basketweave Ankle Taping), 또는 깁니

(Gibney) 닫힌사슬 발목 테이핑 이라고도 불린다

(Perrin, 2004; Quackenbuch et al., 2008; Wilkerson, 

2002). 닫힌사슬 발목 테이핑 적용 시 테이프가 피부에

서 쉽게 떨어져서 테이핑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예방

* 이 논문은 2013년도 명지 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parkjs@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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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im,Kyoung-Hun et al.(2009)(left), 
Briem et al.(2011)(middle), Bicici et al.(2012)(right)

Figure 1. Ankle taping – 
no distal anchor (left), distal anchor (right)

하기 위해서 고정(anchor)을 근위부 발목과 원위부 발

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errin, 2004; Prentice, 

2006). 발목의 외번 또는 내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

로 종 받침 (vertical support)가 적용된다. 종 받침

는 발목의 복사뼈(malleolus)의 상부(superior)에서 시작

되어 발바닥을 지나 발목의 반 쪽 복사뼈의 상부에 적

용된다. 발목의 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측(medial)

에서 시작하여 외측(lateral)로 고정하게 된다. Vertical 

support의 테이프의 양쪽 끝 부분이 노출 되면 쉽게 떨

어질 수 있어 근위부 anchor 위에 테이프를 적용하여 

이를 방지한다. 횡 받침 (transverse support)는 발의 

내측, 또는 외측에서 시작하여 반 쪽으로 끝나며, 원위

부 고정이 그 위로 적용되어 발쪽의 테이프가 쉽게 떨

어지지 못하도록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테이프가 적용되는 위치가 중족골을 감싸는 형태를 보

이기 때문에 테이프를 조금만 강하게 감아도 체중 부하 

시 중족골이 벌어지면서 불편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Perrin, 2004; Prentice, 2006). 또한 transverse 

support의 경우 vertical support와 달리 테이프를 강하

게 적용하여 과도한 움직임을 예방하는 기능이 크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므로 transverse support 자체의 강도

가 낮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transverse support 위에 뒤꿈치 고정(heel lock)이 적용

되기 때문에 테이프의 끝이 떨어지는 현상이 줄어들거

나 없어질 수 있다.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며 

기능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원위부 anchor를 적용해

야 하는 것에 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위부 anchor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Figure 1> 

과 같이 중족골이 테이프에 감기지 않지만 원위부 

anchor가 적용되면 중족골을 감싸는 형태가 된다. 이전

의 발목 테이핑의 연구들 중 (김경훈 등., 2009; Briem 

et al., 2011; Bicici et al., 2012) <Figure 2>에서 보면 

중족골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원위부 anchor가 

적용되었다. 때문에 원위부 anchor의 위치가 기능적 수

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위부 anchor로 인해 선수들이 

발목 테이핑을 하고 이를 가위로 일부분을 잘라서 중

족골을 감싸는 힘을 줄여 발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원위부 anchor로 인한 

불편함에 해서도 부수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위부 anchor 적용 유무에 따른 기능적 수

행 검사 및 착용감 검사를 통해 기능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착용감에 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상

경기도 M 학에 재학 중인 남자 농구 선수 12명

을 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상이나 질환이 없는 선수로 제한하였고, 발

목 불안정성 설문지 (Docherty et al., 2005)를 사용하

여 발목 부상과 불안정성에 해서 조사하였고, 불안

정성이 있는 참가자는 실험 상에서 제외하였다. 3개

월 이내에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부상 또는 질환이 

있어서 치료나 재활중이거나, 신경근 질환이 있거나, 

또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실험

상에서 제외하였다(Bicici et al., 2012). 연구 상자

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실험방법

발목 테이핑의 적용과 검사

연구 상자들은 농구장에서 5분간 중강도로 준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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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ge(yrs.) Height(cm) Weight(kg) BMI(kg/m2) Fat(%) Athletic experience(yrs.)

12 20.8±1.53 185.45±67.26 82.57±8.97 23.94±1.92 11.48±3.87 9.58±2.47
Means±SD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Figure 3. Single-leg hop tests

동을 하고 양쪽 발목에 닫힌사슬 발목 테이핑을 적용

하였다. 모든 발목 테이핑의 적용은 테이핑의 강도와 

기술적 차이를 배재하기 위하여 운동사 자격을 소지

하고, 미국의 선수트레이너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1명

이 테이핑을 하였다.

연구 상자중 6명은 닫힌사슬 발목 테이프의 원위

부 anchor를 적용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원위

부 anchor를 적용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6명은 순서를 원위부 anchor를 적용하지 않고 발목 테

이핑을 적용하여 검사하였고, 그 이후 원위부 anchor를 

적용하여 검사하였다. 연구 상자들은 주사용측으로 2

번의 연습을 실시하고, 모든 검사는 3번 시행하였고, 

결과를 기록하였다. 초시계로 검사시간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각각의 검사 이후 1분간의 휴식

시간을 적용하였다(Caffrey et al., 2009). 검사의 순서는 

평형설계를 적용하여 검사 순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였다(임승길과 임미영, 2013).

기능 수행 검사는 8자 외발뛰기 검사(figure-of-8 hop 

test), 좌우외발뛰기 검사(side hop test), 6미터 외발 건

너뛰기 검사(6-meter cross hop test), 사각형 외발뛰기 

검사(square hop test) 4가지를 적용하였다(Caffrey et 

al., 2009)<Figure 3>. Caffrey(2009)등은 위의 4가지 기

능 수행 검사가 만성적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상자들

을 연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한 이 4가지 기능 수행 검사들은 발목 기능 검사로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따라서 발목테이핑의 적용 후 발

목관절의 기능에 한 검사로 위의 4가지 기능 수행 검

사를 적용하였다. 검사 중 연구 상자의반 쪽 발이 

땅에 닿거나, 선을 밟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정확한 동

작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시 측정하여 검사의 신뢰도

를 높였다(Docherty et al., 2005; Itoh et al., 1998). 한

가지의 검사가 끝날 때마다 발목이나 발의 불편함이 있

는지 설문하였고, 이를 기록하였다.

8자 외발뛰기 검사(figure-of-8 hop test)

8자 외발뛰기 검사는 <Figure 3>과 같이 5미터 양

쪽 끝에 원뿔을 두고 8자 모양으로 출발선에서 반

쪽 원뿔을 돌아오는 것을 최 한 빠르게 두 번 반복

하였다. 8자 외발뛰기 검사의 신뢰도는 0.95 이다

(Caffrey et al., 2009).

좌우 외발뛰기 검사(side hop test)

좌우 외발뛰기 검사는 <Figure 3>과 같이 한발로 좌우 

30cm 거리를 왕복 10회 최 한 빠르게 반복하였다. 좌우 

한발 뛰기 검사의 신뢰도는 0.84이다(Caffrey et al., 2009).

6 미터 외발 건너뛰기 검사(6-meter cross hop test)

6미터 외발 건너뛰기 검사는 <Figure 3>과 같이 길이 

6m, 두께 15cm의 직선을 진행 방향을 향해 가운데 선

을 좌우로 교차하면서 한발로 뛰어서 6미터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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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leg hop test Time Distal anchor Average SD SE df sig Cohen’s d

Figure-of-8 hop second
Y 9.51 0.98 .282

11 .098 -0.369
N 9.17 0.82 .238

Side hop second
Y 7.11 0.67 .192

11 .292 -0.284
N 6.89 0.87 .251

6-meter cross hop second
Y 1.96 0.42 .087

11 .557 0.123
N 2.00 0.34 .121

Square hop second
Y 12.03 0.72 .208

11 .335 0.316
N 12.43 1.34 .386

Table 2. Single-leg hop test result depending on distal anchor

기록을 측정하였다. 6미터 한발 건너뛰기 검사의 신뢰도

는 0.96이다(Caffrey et al., 2009).

사각형 외발뛰기 검사(square hop test)

사각형 외발뛰기 검사는 <Figure 3>과 같이 가로세

로 40cm의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최 한 빠르게 한발로 

정사각형의 각 면으로 차례로 들어오고 나가가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4면 뛰어 넘기를 5회 반복하여 시

간을 측정하였다. 오른발은 시계방향, 왼발은 시계 반

방향으로 검사하였다. 사각형 한발 뛰기 검사의 신뢰도

는 0.90이다(Caffrey et al., 2009).

자료처리방법

반복측정설계를 적용하여 모든 참가자들을 원위부 

anchor를 착용하고 검사를 하였고, 또 착용하지 않고 

검사를 하였다. 검사 측정 결과의 가장 빠른 값을 이

용하여 12명의 연구 상자의 좌우 발목 총 24회의 

원위부 anchor 적용 유무에 따른 검사결과를 비교하

였다. 또한 연구 상자들이 검사 중에 불편함을 표현

한 부분 중 발목 테이핑으로 인한 불편함을 분류하였

다. 기능수행 측정결과의 자료 처리를 위해 SPSS 20.0 

version을 사용하여,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결과

기능수행 검사

기능수행검사는 4가지 검사 모두 원위부 anchor의 

유무에 관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8자 외

발뛰기는 원위부 anchor 유무에 따라 평균 9.51, 9.17

초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0.369로 낮게 나타났

고, 차이의 95% 신뢰구간은 –0.738에서 0.072이었다. 

좌우 외발뛰기는 원위부 anchor 유무에 따라 평균 

7.11, 6.89초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0.284로 낮

게 나타났고, 차이의 95% 신뢰구간은 –0.657에서 

0.217이었다. 6미터 외발 건너뛰기는 원위부 anchor 

유무에 따라 평균 1.96, 2.00초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

기는 0.123으로 낮게 나타났고, 차이의 95% 신뢰구간

은 –0.118에서 0.208이었다. 마지막으로 사각형 외발

뛰기는 원위부 anchor 유무에 따라 12.03, 12.43초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0.316으로 낮게 나타났고, 차

이의 95% 신뢰구간은 –0.472에서 1.272이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원위부 anchor의 유무가 기능수행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신뢰

도는 Cronbach 알파 값이 0.849로 양호하였다.

원위부 anchor 유무에 따른 착용감

12명의 연구 상자 좌·우측, 그리고 원위부 anchor 

유무에 따라 총 24번의 검사 중 원위부 anchor와 관

계없이 발목이나 발을 가벼운 통증을 호소한 피험자

가 2번 있었다. 이중 2명은 원위부 anchor를 적용한 

발목 테이핑에서 발의 외측 중족골 부분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2명의 연구 상자들은 원위부 anchor가 

없을시 에는 같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위부 anchor가 중족골의 외측에 불

편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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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스포츠 손상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발목 

염좌(Fong et al., 2007; Smith & Reischl, 1986)의 예

방은 운동선수에게 있어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훈련

및 경기의 불참을 줄여주어 선수와 그 팀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발목 테이핑은 발목 부상 예방을 위

해 오랫동안 스포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고, 발목테

이핑의 발목 염좌의 예방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다

(Handoll et al., 2001, Verhagen et al., 2000).

본 연구 결과 발목 테이핑의 원위부 anchor가 기능

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위부 anchor 적용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도 기능적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위부 anchor가 없을 때 기능

적 수행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볼 때, 발목이 

불안하다고 느끼거나 불편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원

위부 anchor가 조금이라도 강하게 적용될 경우 체중 

부하시 중족골이 벌어지는 것을 방해하여 통증, 또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발목 테이핑이 숙달이 잘 

되어있지 않거나 작은 실수로 인해 원위부 anchor가 

조금 강하게 적용되어 테이핑을 잘라내고 다시 적용하

거나 원위부 anchor를 가위로 조금 잘라내어 불편함

을 줄여주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된다.

발목 테이핑을 설명한 Perrin(2004)과 Prentice(2006)

는 원위부 anchor 적용 시 강도를 세지 않게 적당히 

적용하여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원위부 anchor로 인해 발에 불편함을 

느끼고 가위로 원위부anchor의 일부를 자르거나 다시 

테이핑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현

장에서 원위부 anchor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중족골이 테이프로 감기지 않아 체중 부하 시 불

편함을 감소, 또는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렇다면 원위부 anchor가 없어도 발목 테이핑의 

기능과 기능적 수행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원위부 

anchor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형식적으

로 감아오고 있었던 것인지에 해 알아 볼 필요가 있

다. 선행 연구에서(김경훈 등, 2009; Briem et al., 2011; 

Bicici et al., 2012) 과도하게 발을 테이프로 감아서 중

족골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원위부 anchor를 적

용하고 있다. 물론 원위부 anchor를 약하게 적용하였다

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테이프의 부피로 인하여 착

용한 신발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테이프를 

감는 기술적 방법에 따라 중족골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원위부 anchor로 인해 기능적 수행 능력이 오히

려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Horizontal support의 고정은 vertical support에 비

해 약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위부 anchor보다 약하게 

적용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

다. Anchor를 적용할 때 Perrin(2004)과 Prentice(2006)

는 테이프의 반이 피부에 직접 적용돼야 고정의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 anchor의 역할

이 support를 적용할 때 쉽게 떨어지지 않게 고정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horizontal support의 경우 

이 고정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원위부 anchor를 약하

게 감으면 anchor의 기능이 떨어지고, 강하게 감으면 

중족골이 불편해 질 수 있는 원위부 anchor를 적용하

지 않거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

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horizontal 

support 적용 후 heel lock과 figure 8을 적용한다고 설

명하기 때문이다. Heel lock과 figure 8이 horizontal 

support 위에 적용될 때, horizontal support가 적용 되

서 발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게 horizontal support의 

원위부 쪽에 붙어 운동을 하더라도 끝이 말리거나 느

슨해져서 테이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능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

다면 원위부 anchor가 생략되더라도 발목 테이핑의 기

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Vertical support는 발목이 관상면에서 내번, 외번 되

는 움직임을 제한한다(Perrin, 2004; Prentice, 2006). 하

지만 Horizontal support는 내번이나 외번을 제한하는 

기능이 vertical support에 비하여 적다고 판단된다. 

Vertical support를 적용할 때는 테이프를 외측, 또는 

외측 방향으로 저항을 많이 주어 내번, 또는 외번을 제

한하지만, horizontal support는 적용되는 방향으로 인

해 내번, 외번을 제한하기 힘든 구조이다. 또한 

horizontal support를 적용 시 테이프를 적용할 때, 저

항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support의 기능이 크지 않

을 것이라 생각된다. Horizontal support를 길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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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위부 anchor가 적용되어야 그 끝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되지만, 그렇다고 support의 기능이 향상된다

고 생각되지 않는다. 닫힌사슬 운동 시 체중 부하로 인

한 중족골의 벌어지는 현상으로 열린사슬 운동과는 다

르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horizontal support가 짧

게 적용되고, 그 위로 heel lock 이 적용되게 되면 원위

부 anchor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horizontal support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위부 anchor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테이핑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테이프의 소비량도 

줄일 수 있다. 현장에서 테이핑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

으로 여러 명을 짧은 시간 안에 테이핑을 적용해야 하

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차후에는 원위부 anchor의 유무에 따라 발목의 

ROM 제한 차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적용하여 그 차이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발목 테이핑에 있어서 원위부 

anchor가 기능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착용감의 차

이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기능적 수행의 경우 8자 외

발뛰기 검사, 좌우 외발뛰기 검사, 6미터 외발 건너뛰

기 검사, 그리고 사각형 외발뛰기 검사를 적용하였다. 

원위부 anchor의 유무가 기능적 수행에 미치는 유의

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착용감에서 발, 특히 중족골 

부분에서 불편함을 일부 상자가 호소했다. 따라서 

원위부 anchor가 생략되면 기능적 수행 능력에 유의

한 차이가 없고, 발목 테이핑 후 원위부 anchor의 일

부를 자르거나 불편함을 예방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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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n Distal Anchor of Ankle Taping 
for Basketball Athletes on Performance Test

Kim, Young-Kyun․Park, Jong-Sung

Myungji University

KINESIOLOGY, 2014, 16(2): 79-86. Effects on Distal Anchor of Ankle Taping for Basketball Athletes on Performance Test.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distal anchor in ankle taping affect functional performance test. Distal anchor 

should be applied with less tension compared to proximal anchor due to discomfort in metatarsal with weight bearing. However, 

heel lock can hold transverse support not to release while exercising. Distal anchor may not need to be applied to prevent dis-

comfort in meta tarsal. [METHOD] Twelve collegiate basketball athletes who did not have injuries for 3 month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received 4 functional performance tests(figure-of-8 hop test, side hop test, 6m cross over test, square hop test) with 

and without distal anchor. They were also asked whether they felt discomfort in feet due to ankle taping. Independent t test was 

used to compare average of each performance test results.  [RESUL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with distal 

anchor and without distal anchor group in all 4 functional performance tests (P>.05). Two participants complained of discomfort 

in lateral metatarsal with distal anchor. [CONCLUSION] Distal anchor’s existence did not affect functional performance tests 

significantly. Distal anchor could cause discomfort in metatarsal with weight bearing.

Key words : ankle taping, distal anchor, functional performance, h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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