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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Kinesio taping on ankle strength, Dynamic 
balance and, functional movement in wrestlers with chronic ankle instability.

METHODS Twenty wrestlers who registered in the Korea Wrestling Associatio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chronic ankle instability group [n=10] or control group [n=10]) based 
on Cumberland’s ankle instability questionnaire. Ankle strength (dorsiflexion, plantarflexion, inversion, 
and eversion) were measured using manual muscle tester, and the dynamic balance was measured using 
Y-Balance test (anterior, postero-medial, postero-lateral, and composite). Functional movement hop test 
(side hop, square hop, and figure-of-8 hop) were used to evaluate functional movement.

RESULTS The significant interaction was observed between group and time on the Y-balance test (composite 
score), and functional movement hop test (figure-of-8 hop) (group × time, all P for interaction < 0.05).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inesio taping has a positive effect on dynamic balance and 
functional movement. Also, Kinesio taping may be able to use an alternative and effective methods to 
maintain ankle stability and performance in the wrestlers with chronic ankle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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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발목 외측 인대의 손상은 발목 염좌의 대부분을 차

지하며, 초기 치료와 상관없이 급성 외측 염좌(acute 

lateral sprains)의 10~30%가 만성 발목 불안정성

(chronic ankle instability; CAI)으로 진행될 수 있

다[1]. CAI는 발목의 반복적인 부상 또는 휘청거림

(giving away)을 인지하는 상태를 말하며, 통증과 약

해짐(weakness) 및 관절운동범위의 감소와 같은 증상

들이 지속되고, 초기 손상 후 1년 이상 지속되는 재발

성 발목 염좌의 특징을 가진 질환이다[2]. CAI의 원인

은 급성 발목 염좌 이후 인대 조직의 불충분한 치유 및 

치료 과정으로 인해 기계적 관절이완(joint laxity)과 운

동감각(sense of movement), 관절 위치감각(sense of 

joint position) 및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의 손

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3, 4]. 

Kunugi 등[5]은 CAI 증상이 있는 축구 선수의 경우 

엉덩관절 모음, 무릎관절 굽힘과 가쪽돌림, 발목관절 

등쪽굽힘 각도 및 엉덩관절 모음근과 종아리 근의 활성

도가 감소되면서 축구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CAI는 짧은 종아리 근과 긴 종아리 근 및 앞 

정강 근의 반응 시간을 증가시켜 농구선수의 자세 제어 

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6]. 

또한 상대방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투기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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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서 발목 손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CAI로 

이어질 가능성 있으며[7], CAI에 의해 증가된 무릎관

절의 폄과 안쪽 돌림은 엉덩정강근막띠 증후군, 슬개대

퇴통증 증후군 및 앞 십자인대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따라서 경기력 향상과 발목 손상 예방을 위해 

운동선수들의 CAI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평

가를 바탕으로 발목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방

법에 대한 효과를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검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Cumberland의 발목 불안정 도구(Cumberland 

Ankle Instability Tool; CAIT)는 CAI의 증상과 심각성, 

발목의 재 손상 및 외측 발목 염좌 이후 CAI 증상 유무

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구이며, 임상 평가 도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계적 발목 불안정성(mechanical 

ankle instability, MAI) 보다 근·신경계 손상과 같은 기

능적 발목 불안정성(functional ankle instability, FAI)

을 진단하는데 적합한 평가 방법이다[9]. 정재원 등[10]

은 CAIT가 레슬링 선수의 FAI를 진단하는데 효과적이

며, FAI는 레슬링 선수의 근력과 균형능력을 감소시키

고 운동 수행력과 기능을 평가하는 Hop tes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 따라서 CAI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CAIT을 포함한 근력 및 기능적 수행력을 평가하여 정확

한 발목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12]. 

한편, 키네시오 테이핑(Kinesio Taping, KT)은 운

동 중 근육과 관절을 보호할 수 있으며,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13]. Aktas & 

Baltaci[14]는 KT가 근력과 기능적 수행력 개선에 효

과적이며, 축구 선수의 무릎 근기능 개선[15], 빙상 선

수의 부상 예방과 수행력 강화[16] 및 오버헤드 스포츠 

종목 선수들의 견갑골 운동 이상증 개선과 근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7]. 이밖에 Sarvestan 등

[18]은 KT가 CAI 증상이 있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발목

관절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발목의 외측 움직임이 요구

되는 동작의 운동 수행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였다[19]. 따라서 KT는 CAI가 있는 다양한 종목의 운

동선수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발목관절의 손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종목 중 하나인 레슬링 선수들을 대상으

로 KT 효과를 실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20, 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KT가 CAI 증상이 있는 레슬

링 선수의 근력, 평형성 및 기능적 수행력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는 2020년 11월 기준 대한 레슬링 협회

에 선수로 등록된 2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

며, 만성 발목 불안정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설문지

인 Cumberland의 발목 불안정 도구(CAIT)를 사용하

였다. 만성 발목 불안정 집단(chronic ankle instability 

group; CAIG, n=10)은 Cumberland의 발목 불안정성 

평가 점수가 24점 이하이며, 통제집단(control group; 

CG, n=10)은 24점 이상이다. 연구 대상자들 중 최근 6

개월 동안 하지 부상, 골절 및 수술 경험이 있을 경우 실

험에서 제외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들에게 실험 전 연구

의 과정,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실

험에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연구 동의서에 서

명을 받고 진행하였다[22].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 (yrs)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CAIG (10) 18.6±1.4 172.9±6.3 69.7±8.4 23.3±2.8

CG (10) 18.7±1.3 172.6±5.3 66.9±7.6 22.4±2.3

Values are means±SD. 
CAIG, chronic ankle instability group; CG, control group.

2. 실험절차

이 연구에서는 레슬링 선수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발목 근력, 균형감각 및 기능적 움직임을 측정하였으며, 

CAI 집단에 KT를 처치하고 48시간 후에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23, 24]. 테

이핑 적용방법은 < Figure 1>과 같다.  

3. 측정 항목 및 방법

1) 발목 근력

대상자의 등척성 발목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휴

대용 근력 측정기(Lafayette Instrument Company, 

Lafayette, IN, US)를 사용하였으며, 발목의 등쪽 굽

힘, 발바닥 굽힘, 안쪽 번짐 및 가쪽 번짐 근력을 측정하



23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Asian J Kinesiol 2021; 23(4): 21-28 . DOI: https://doi.org/10.15758/ajk.2021.23.4.21

였다. 대상자의 근력을 측정하기 전에 측정도구 및 측

정용 베드를 조정하였으며, 측정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발목의 등쪽 굽힘과 발

바닥 굽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 휴대용 근력 측정기는 

발 허리뼈(metatarsal) 근처의 발등과 발바닥에 위치 시

켰으며, 대상자를 측정용 베드에 반듯이 눕힌 상태에서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목관절을 중립 시킨 후 측정하였

다. 안쪽 번짐과 가쪽 번짐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상

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발 

허리뼈의 중간 지점에 근력 측정기를 위치시켜 각각 측

정하였다. 대상자는 각각의 방향에서 2회 측정하였으

며, 각 측정마다 5초간 등척성 수축을 지속하도록 하였

다. 측정 사이의 간격은 30초로 설정하였으며, 검사 중 

잘못된 움직임이 발견되었을 때 20초의 휴식을 부여하

고 재 측정하였다[22].

2) 균형감각

대상자의 균형감각 평가는 Y-Balance test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직사각형 형태의 중심 발판을 기준으로 

앞쪽(anterior, AN)과 후 내측(posteromedial, PM) 및 

후 외측(posterolateral, PL) 방향에 3개의 파이프가 

장착되어 있는 Y-Balance Test Kit (Move2 Perform, 

Evansville, IN,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N 파

이프는 PM과 PL 파이프와 각각 135° 떨어져 있으며, 

PM과 PL 파이프는 90°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각 파이프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3개의 발판을 통해 

중심 발판에서 3개의 발판이 얼마나 멀리 위치했는지 측

정하였다. 실험 전 모든 대상자는 Y-Balance test 방법

을 익히기 위해 3번씩의 연습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측

정 중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하였다. 대상자는 AN, PM 

및 PL의 도달 거리를 2회 측정하였으며, 3가지 방향의 

도달 거리를 합산한 종합점수(composite score)도 사

용하였다[25].

[composite score = {(AN + PM + PL)/(3× limb 

length)} × 100].

3) 기능적 움직임

대상자의 기능적 움직임 측정은 Side hop, Figure-

of-8 hop 및 Square hop 검사를 실시하였다. Side hop

는 30cm 간격으로 표시된 선을 좌·우로 10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대상자는 2회 실시하

였다. Figure-of-8 hop는 5m 간격으로 원뿔 콘을 배치

한 후 출발선에 있는 원뿔 콘에서부터 반대쪽에 있는 원

뿔 콘을 8자 모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대상자는 2회 실시하였다. Square hop 는 바닥에 표시

된 40cm × 40cm의 정사각 면을 바깥쪽에서 안쪽, 안

쪽에서 바깥쪽으로 뛰어넘는 방법으로 시계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사각형의 4면을 총 5회 반복해

야 하며, 대상자는 2회 실시하였다. 측정 중 선을 밟거

나 넘어지는 경우에는 3분간의 휴식을 부여한 후 재 측

정하였다[26]. 

4. 통계처리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3.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

(Means±SD)를 산출하였다. 만성 발목 불안정 집단

(CAIG)과 통제집단(CG)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

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

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근력

근력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발목의 등

쪽 굽힘, 발바닥 굽힘, 안쪽 번짐 및 가쪽 번짐은 집단과 

시기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쪽 번

짐의 시기 간 (F=8.205, p=.010)과 집단 간(F=5.467, 

p=.03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

인은 시기 간과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1. Application method of the kinesio t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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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감각

균형감각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Y-Balance test의 종합점수(F=4.791, p=.042)는 집

단과 시기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지만, AN, PM 

및 PL에서는 집단과 시기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집단 간에서는 PL (F=4.855, p=.041)과 

종합점수(F=4.620, p=.04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시기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기능적 움직임

기능적 움직임은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Figure-of-8 hop (F=6.440, p=.021)은 집단과 시기 간

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지만, Side hop, Square hop

은 집단과 시기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 간에서는 Figure-of-8 hop (F=5.719, p=.028)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은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Change of ankle muscle strength.

Group Pre Post Group F p

Dorsi flexion
(N·m)

CAIG 13.5±2.8 14.0±2.4 T 1.126 .303

CG 14.2±3.1 14.2±2.8 G  .135 .717

T*G 1.572 .226

Plantar flexion
(N·m)

CAIG 10.3±3.1 11.0±3.4 T 2.753 .114

CG 13.0±2.8 13.0±2.8 G 3.105 .095

T*G 3.428 .081

Eversion
 (N·m)

CAIG  5.8±1.2  6.2±1.1 T 8.205  .010*

CG  6.9±0.7  7.1±0.9 G 5.467  .031*

T*G 1.469 .241

Inversion 
(N·m)

CAIG  7.0±1.3  7.2±1.0 T  .796 .384

CG  7.4±1.2  7.3±1.0 G  .275 .606

T*G 1.345 .261

Values are means±SD. *p<.05
CAIG, chronic ankle instability group; CG, control group. T, time; G, group.

Table 3. Change of balance

Group Pre Post Group F p

An (cm)

CAIG 55.0±8.7 58.8±6.5 T 3.418 .081

CG 61.8±5.6 61.7±3.5 G 3.220 .090

T*G 3.797 .067

PM (cm)

CAIG  91.1±13.1  91.2±10.9 T  .081 .779

CG  93.9±10.1 93.3±7.9 G  .271 .609

T*G  .159 .695

PL (cm)

CAIG  86.7±10.9 89.4±9.4 T 2.939 .104

CG 96.5±7.1 96.4±6.3 G 4.855  .041*

T*G  .409 .081

Composite
(%)

CAIG 86.2±9.3 88.7±6.0 T 2.984 .101

CG 94.1±6.2 93.8±5.3 G 4.620  .045*

T*G 4.791  .042*

Values are means±SD. *p<.05
CAIG, chronic ankle instability group; CG, control group. T, time; 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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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이 연구에서는 CAI 증상이 있는 레슬링 선수에게 KT

를 적용한 후 근력, 평형성 및 기능적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균형감각(Y-Balance test, 종합점

수)과 기능적 움직임(Figure-of-8 hop)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KT 적용이 CAI가 

있는 레슬링 선수의 균형감각과 기능적 움직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레슬링 선수의 하지 손상은 빈번하게 발생되고, 발목

의 재 손상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

목의 급성 손상 후에 나타나는 만성 손상은 레슬링 선수

의 발목 주변 근육의 힘을 감소시킨다[10]. Elshemy와 

Battecha[27]는 CAI로 인해 감소된 발목 근력을 강화

하기 위한 중재 방법으로 근력 및 고유수용감각 훈련과 

함께 테이핑 적용을 강조하였지만, Csapo 등[28]은 테

이핑 적용을 통한 근력의 향상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KT 적용 후에 등쪽 굽힘, 

발바닥 굽힘, 안쪽 번짐 및 가쪽 번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Christou[29]는 테이핑 적용

이 진피 속의 제2형의 기계 수용기를 자극하고 운동 동

원 단위를 증가시켜 근력을 강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외번 근력이 향상되는 경

향성을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테이핑의 종

류, 방법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목 관절의 인대와 관절낭에는 고유수용감각이 많

이 분포되어 있으며, 발목 손상 후 나타나는 고유수용감

각 기능의 결함은 균형 감각을 감소시키고, CAI 증상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30, 31]. 특히 CAI 증상이 

있는 레슬링 선수는 균형감각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10, 32]. Lee 등[8]은 CAI 증상이 있는 운동선수

의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KT 적용한 결과, 균형능

력을 평가하는 SEBT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ackson 등[22]은 KT 적용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 

CAI 증상이 있는 20대의 균형능력이 향상 되었으며, 3

회 6주간 발목 테이핑 적용과 주 3회 6주간 균형 훈련은 

젊은 여성의 균형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3]. 이 연구에서 Y-Balance test의 

AN, PM 및 PL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합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Lins 등[34]

은 KT를 피부에 부착했을 때 발생되는 장력(tension)

이 발목 운동 시 신경 피드백(Neural feedback)을 증가

시키고, 고유수용감각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여, 

CAI 가 있는 레슬링 선수에게 KT를 적용한 결과 균형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능적 움직임 평가는 근골격계 손상이 있는 

운동선수 및 일반인의 신체적 능력을 객관화하고 움직

Table 4. Change of functional movement.

Group Pre Post Group F p

Side hop
(sec)

CAIG 9.7±1.0 9.4±1.0 T  .291 .596

CG 9.4±0.9 9.3±0.8 G  .202 .658

T*G  .206 .656

Square hop
(sec)

CAIG 17.5±1.2 17.4±0.9 T 3.281 .087

CG 17.2±1.6 17.1±1.7 G  .282 .602

T*G 1.323 .265

Figure-of-8 hop (sec)

CAIG 5.7±1.0 5.4±0.8 T 5.719  .028*

CG 5.3±1.1 5.3±0.9 G  .468 .503

T*G 6.440  .021*

Values are means±SD. *p<.05 
CAIG, chronic ankle instability group; CG, control group. T, time; 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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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수반되는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상 후 

스포츠 및 일상생활 복귀 기준을 제시하는데 활용된다

[35]. 기능적 움직임 평가 방법 중에서 Hop test는 하

지의 기능적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CAI를 평가

하기 적합한 측면 점핑 동작들이 반영되어 있다[36]. 선

행연구에 의하면, CAI 증상이 있는 운동선수는 hop test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6], 저항 훈련, 균형 훈련 

및 테이핑 중재 등이 CAI로 인해 감소된 기능적 움직

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37]. Bicici 등

[38]은 CAI 증상이 있는 운동선수와 부상이 없는 운동

선수에게 발목 테이핑을 처치한 결과, 테이핑 처지 전

보다 적용 후에 두 집단 모두 Single leg hoping curse, 

Figure-of-8 hop 및 Side hop test가 유의하게 향상되

었으며[18], KT의 적용이 Cumberland의 발목 불안정

성 평가 도구에 의해 CAI로 분류된 농구선수의 Figure-

of-8 hop을 개선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Side 

hop, Square hop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Figure-of-8 hop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Murray[39]는 KT가 관절의 위치감각(position sense), 

관절 구조 지지 및 고유수용감각 활성화에 관여할 수 있

다고 보고 하여, 결과적으로 CAI가 있는 레슬링 선수 근

육 동원 시간과 자세 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기능적 움

직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 Dastmanesh 등[40]은 CAI가 발목관절에서 나타나

는 증상이지만 허리, 골반 및 고관절 복합체의 근육 동

원 순서 및 개별 근육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사슬 관점에서 CAI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

였으며, An & Lee[41]는 CAI와 같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운동과 스포츠 손상 예방이 결합된 기

능적손상예방(functional injury prevention; FIP)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발목, 허리, 골반 및 고관절 등 다양한 부위에 KT의 적

용과 함께 FIP 프로그램이 CAI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KT 적용이 CAI가 있는 레슬링 선수의 

근력, 균형감각 및 기능적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발목 테이핑이 CAI 증상이 있는 레슬링 선수의 

균형감각과 기능적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개선한다는 사

실을 증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테이핑의 종류, 방법 

및 다양한 부위 적용 등에 따른 효과를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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