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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중 하지패턴이 경부 굴곡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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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leg patterns on the muscle activation of neck flexors. Twenty healthy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subject performed bilateral asymmetrical PNF leg patterns against manual resistance under

four conditions: through the full range of motion toward the right side, left side, and the end range in the

right side, left side. Electromyographic (EMG)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ternocleidomastoid (SCM)

muscles as neck flexors. The root mean square (RMS) value of the SCM was measured and normalized

from maximal EMG activity of the SC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aired t-test and repeated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MS values of SCM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ll four PNF leg

patterns than in the resting condition (p<.05). Second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uscle ac-

tivatio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PNF leg patterns (p>.05). Third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

ence in muscle activation according to the point of range of the motion of leg patterns (p>.05). It is sug-

gested that PNF bilateral asymmetrical leg patterns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muscle activation of the

SCM, regardless of the range of motion and direction of PNF bilateral asymmetrical leg patterns.

Key Words: Contralateral effect; Irradiation; Muscle activation;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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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체 한쪽 부위에서 적용된 근력강화가 다른 신체 부위

의 근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교차교육(cross edu-

cation) 또는 교차훈련(cross training)이라 한다. 교차훈련

은 근력과 관련된 중요한 생리학적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Carroll 등,

2006). 교차 훈련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Sherrington(1947)

의 운동 과흐름(motor overflow) 개념이다.

신경학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동에서, 운동 과흐름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Lazarus, 1999; Nelles 등, 1998;

Wenzenlbuger 등, 2002), 성인에서는 피로가 발생했거나

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동안, 또는 근위부 근육을 사

용할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Mayston 등, 1999). 운동

과흐름은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쉬

고 있는 근육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약화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

을 가지고 오래 동안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다(Scripture

등, 1894). 박지원 등(2002)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을 대

상으로 건측에 복잡한 손가락 협응 훈련을 단기간 실시

한 후, 자기공명영상 기법으로 대뇌피질 활성화를 관찰한

후, 피질 손상 후 초기 단계부터 건측에 적극적인 훈련을

적용하는 것이 환측의 운동능력을 증진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교차훈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저항을 이용한 근력훈

련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 Moritani와 deVries

(1979)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신체 한

쪽에 등척성 훈련을 적용한 결과, 반대쪽 팔굽관절 굴

곡근의 근력이 25％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근력에

대한 교차훈련에 대한 연구는 상지(Shields 등, 1999)뿐

만 아니라 하지에서도 진행되었다(Shima 등, 2002;

Zhou, 2000). 반대쪽 저항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최대

힘 증가는 일반적으로 정적 수축이나 등척성 수축보다

동적 수축을 사용한 훈련에서 더 크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Meyer, 1967; Rasch, 1957).

Munn 등(2004)은 편측 훈련이 반대측 근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교차훈련의 효과는 작지만 분명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unn 등(2005)은 기존 연

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동종 근육

에서 교차훈련의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교차훈

련의 효과에 대한 설명 가능한 기전은 운동 과흐름 혹

은 방사(irradiation) 현상이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은

고유수용기 자극을 통해 신경근 기전의 반응을 촉진 혹

은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이 기법에서 사용하는 촉진

원리 중 하나가 저항을 통한 방사현상이다(배성수 등,

2003; Adler 등, 2000; Voss 등, 1985). 방사는 주 협력

근에서 보조 협력근 및 길항근으로 에너지가 확산되는

것을 말하며, 그 반응은 흥분성이거나 억제성이다

(Sherrington, 1947). 강한 신체 분절에서 발생한 운동

과흐름은 그 분절에 있는 운동단위의 활동성이나 약한

분절에 있는 운동단위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강화한다

(Hellebrandt, 1958; Kabat, 1952).

PNF는 강한 신체 부위에 저항을 가하여 그에 대항

할 때 발생하는 근수축으로 약한 신체 부위를 간접적으

로 강화하거나 급성손상으로 인한 근경련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또는 통증이 심한 부위에 간접적 등척성

수축을 유발하여 이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종만과 이충휘, 2001). 체간과 경부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임상적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PNF 기법에서는 패턴 중 하지패턴을 적용하고 방사를

유발하여 체간과 경부 근육을 간접적으로 수축시킨다

(Adler 등, 2000). 이렇게 임상에서는 PNF 패턴을 적용

하여 유발된 방사효과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방사 효과를 이용한 근력 훈련이 직접 훈련에

동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의 이종근육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PNF 하지패턴을 적용

했을 때 발생하는 방사 효과로 인한 경부근육의 수축이

나 근활성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PNF 양측 비대칭적 하지 굴곡 패턴을 적

용하여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의 근활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또한 어떤 조건의 하지패턴이 목빗

근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

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PNF 양측 비대칭 하지굴곡패턴은 목빗근 근활

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양측 비대칭 하지 굴곡 패턴을 전체 가동범위

에 걸쳐 적용 할 때와 끝범위에서만 적용할 때의 근활

성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셋째, 왼쪽 방향으로의 패턴적용 시와 우측방향으로의

패턴적용 시, 목빗근 근활성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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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S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남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

경학적 손상이나 근골격계 질환 특히, 경부와 양 하지

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엉덩관절의 관절가동범위가 정상범위보다 감소해있거나

제한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측정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설명한 후,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2)3)

양측 하지패턴 적용 시의 경부 굴곡근 근활성도를 측

정하기 위해 근전도 Biomonitor ME 6000
1)
을 사용하였

다. 이 기구는 8채널을 가지고 있다.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기 위해 MegaWin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근

전도 신호 수집을 위한 전극2)은 직경이 10 ㎜인 활성전

극과 직경이 2.5 ㎜인 접지전극을 사용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표본수집률(sampling rate)은 1000 ㎐로 하였다.

전극은 경부 굴곡근에 부착하였다. 먼저 부착할 신체 부

위를 노출시킨 후, 피부저항을 줄이기 위해 털을 제거하

고 알코올로 닦은 후, 각 근육에 대한 최대근육수축을

유도 후 부착부위를 펜으로 표시하였다. 활성전극 사이

거리는 2 ㎝ 이내로 하였다(Cram 등, 1998). 측정한 근

육의 근전도 신호는 근전도 신호의 실질적인 출력값에

가까운 값을 제공하는 RMS값을 취하여 계산하였다(박

은영, 1999; Perry, 1992). 근활성도는 최대등척성수축을

하는 동안 수집된 값으로 정량화한 ％MVIC(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로 기록하였다.

3. 측정방법

가. 측정 절차

패턴 적용 전에 근활성도 변화량을 정량화하기 위해

목빗근의 최대 수의적 근수축을 시행하는 동안 근활성도

를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검사용

침대에서 바로 누운 자세를 취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턱을 당기게 하고 검사자가 이마에 가하는 저항에 대항하

여 머리를 들도록 하여 목빗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최대 근수축을 유발하기 위해 구두지시로 격려하였다.

PNF 양측 비대칭 하지굴곡패턴들은 PNF 패턴 적용

에 숙달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1명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저항은 치료사의 도수에 의해 주어졌으며

최대 방사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대 저항을 사용하

였다. 적절한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구두로 패턴의 방

향과 시작시기와 끝을 말해주었다.

패턴 방향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활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가동범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양측 비대칭 하지굴곡패턴을 적용하였으며,

그 다음 왼쪽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가동 범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오른쪽 방향의 끝 지점에서 같은

패턴을 취하고 저항을 주었으며, 그 다음 왼쪽 방향의

끝지점에서 적용하였다.

대상자들이 움직임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측정

에 앞서 각 패턴을 3번씩 연습하도록 하였다. 끝범위에

서 패턴을 실시할 때는 마지막 범위에서 3초를 유지하

도록 하였다. 반복 측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각 패턴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두었다. 먼저

전체 가동 범위에서 각 패턴을 실시하고 그 다음 끝범

위 측정을 실시하였다.

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하지 패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하지 패

턴은 다음과 같다(Adler 등, 2000). 패턴 1은 슬관절이 신

전된 상태에서 시작하여 오른쪽방향으로 전관절가동범위

에 걸쳐 양측 비대칭 하지 굴곡 패턴을 실시하여 슬관절

이 굴곡된 자세로 끝나는 패턴이다. 패턴 2는 패턴 1과

같은 동작을 왼쪽 방향으로 전관절가동범위에 걸쳐 실시

한 패턴이다. 패턴 3은 패턴 1에서 실시한 패턴을 마지막

지점(관절가동범위의 끝)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실시한 패

턴이며, 저항을 이기며 끝범위에서 유지하는 패턴이다.

패턴 4는 패턴 2에서 실시한 패턴을 마지막 지점에서 왼

쪽 방향으로 실시한 패턴이며, 저항을 이기고 끝범위에서

유지하는 패턴이다. 각 패턴 시, 오른쪽과 왼쪽 하지의

관절운동학적 구성요소는 표 1에 나타내었다.

4. 분석방법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에서 측정한 값을 정량화한 값

(％MVIC)을 윈도용 SPSS version 12.0 통계 프로그램

1) Mega Electronics Ltd., Finland.

2) Blue Sensor type M-00-S, Medicotest Inc.,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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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명칭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패턴 1
오른쪽 양측 비대칭

하지 굴곡패턴(전범위)
굴곡-외전-내회전-슬관절 굴곡 굴곡-내전-외회전-슬관절 굴곡

패턴 2
왼쪽 양측 비대칭

하지 굴곡패턴(전범위)
굴곡-내전-외회전-슬관절 굴곡 굴곡-외전-내회전-슬관절 굴곡

패턴 3
오른쪽 양측 비대칭

하지 굴곡패턴(끝범위)
굴곡-외전-내회전-슬관절 굴곡 굴곡-내전-외회전-슬관절 굴곡

패턴 4
왼쪽 양측 비대칭

하지 굴곡패턴(끝범위)
굴곡-내전-외회전-슬관절 굴곡 굴곡-외전-내회전-슬관절 굴곡

표 1. 적용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하지 패턴

오른쪽 목빗근 왼쪽 목빗근 t p

안정시 4.54±2.41
a

5.84±2.83 -2.00 .060

패턴 1 23.47±12.12 23.84±9.97 -.19 .849

패턴 2 24.25±21.11 22.90±10.76 .39 .698

패턴 3 20.12±13.08 22.35±10.94 -.84 .412

패턴 4 24.19±17.79 25.56±19.41 -.25 .804
a평균±표준편차.

표 3. 고유수용성촉진법의 패턴에 따른 목빗근의 근활

성도(％MVIC) (N=20)

연령(세) 신장(㎝) 체중(㎏)

25.6±2.6
a

172.1±7.9 65.6±8.0
a
평균±표준편차.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용된 각각의 패턴 적용 시,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활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짝비교 t-검정을 실시하였다. 패턴의 방향과 가동범위

정도에 따라 양쪽 목빗근의 근활성도가 차이가 나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α=.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20명으로 모두 남자였다. 연령은 20세부

터 29세까지였으며 평균 25.6세였다. 신장은 평균 172.1

㎝ 이였으며, 평균 체중은 평균 65.6 ㎏이었다(표 2).

2. 각 패턴 내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활성

도(％MVIC) 비교

4가지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중 하지패턴을 적용

한 결과, 안정 시 왼쪽 목빗근의 근활성도는 5.84％

MVIC였으며, 오른쪽 목빗근은 4.54％MVIC이었다(표

3). 안정 시, 양쪽 목빗근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5). 모든 패턴 적용 시, 양쪽 목빗근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3. 패턴 방향에 따른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활성도(％MVIC)

패턴 방향에 따른 양쪽 목빗근 근활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패턴 1(전관절가동범위-오른쪽)과 패턴

2(전관절가동범위-왼쪽)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4). 또한 패턴 3(끝범위-오른

쪽)과 패턴 4(끝범위-왼쪽) 비교 시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4. 가동범위에 따른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

활성도(％MVIC)

가동범위에 따른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활성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패턴 1과 패턴 3을 비교한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4). 또한 패턴2와 패턴

4를 비교 시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5. 각 패턴 간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활성

도(％MVIC)

안정 시의 목빗근 근활성도와 비교하여 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법 패턴 적용 시 근활성도는 4가지 패턴 모

두에서 유의하게 증가를 보였다(p<.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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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시 패턴 1 패턴 2 패턴 3 패턴 4

오른쪽 목빗근 4.54±2.41ab 23.47±12.12c 24.25±21.12c 20.12±13.08c 24.19±17.79c

왼쪽 목빗근 5.84±2.83b 23.84±9.78c 22.90±10.76c 22.35±10.94c 25.56±19.41c

a
평균±표준편차.
b,c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p<.05).

표 4. 안정 시와 각 패턴 간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활성도(％MVIC) (N=20)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오른쪽 목빗근 5689.058 4 1422.264 15.845 .000

왼쪽 목빗근 5201.891 4 1300.473 12.337 .000

표 5. 안정 시와 각 패턴에 따른 근활성도(％MVIC)의 반복측정된 일요인분산분석 결과

Ⅳ. 고찰

아직까지 교차훈련의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

져 있지 않지만, Zhou(2000)는 교차훈련을 한쪽 사지에

서 지속적인 운동 활동을 할 경우 반대쪽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herrington(1947)은 방사는

저항에 대항하는 노력이 척수 앞뿔세포의 흥분성 역치

수준을 변경시킴에 따라 촉진 반응이 퍼지는 것이라 하

였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은 신체 한부분에 저항을

가해 다른 부위를 활성화하거나 기능적 활동을 촉진하는

개념이다(Adler, 2000; Voss 등 1985). PNF 기본 목적은

목표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α-운동신경원 구덩이(α

-motor neuron pool)를 흥분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소들을 자극하여 최종 공통경로(final common

pathway)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김종만과 이충휘, 2001).

본 연구에서는 양측 비대칭 하지 굴곡패턴 적용 시,

표면근전도를 사용하여 목빗근 근활성도를 측정함으로

써 양하지 패턴이 목빗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측정 결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양측 비

대칭 하지 굴곡패턴은 모두 목빗근 활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표 5). 그러나 하지 패턴의

방향에 따라 경부 굴곡의 주동근인 목빗근의 근활성도

가 달라지지 않았다(표 4). 본 연구에서 이용한 패턴들

의 선행다리(lead limb)는 굴곡-외전-내회전 요소였으

며, 후행다리(trail limb)는 굴곡-내전-외회전 요소였다.

다시 말해, 패턴의 방향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비대칭적 하지패턴이 목빗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Pink(1981)는 PNF 상지패턴을 적용하여 반대쪽 상지

에서 발생하는 근육활동을 조사하여 반대쪽 효과를 근

전도로 알아보았다. 한쪽 상지에 굴곡-외전-외회전 패

턴과 신전-내전-내회전 패턴을 하게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쪽 상지의 광배근, 극하근, 대흉근의 전기적 활동

을 조사하였다. 두 상지패턴을 하는 동안 조사한 근육

들 모두에서 유의한 전기적 활동이 있었다. 굴곡패턴

(굴곡근 요소)과 신전패턴(신전근 요소) 동안 대흉근

활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극하근은 굴곡패턴에

서 더 많이 활동하였으며, 광배근은 신전패턴에서 더

많이 활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PNF

상지 패턴의 반대쪽 효과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환자

나 한쪽 상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김경환 등(2006)은 편측 상지에 고유수용성신경

근촉진법 패턴을 적용하여 반대쪽 하지 근육군의 활성도

를 표면근전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PNF 굴곡-외전-외회전 상지 패턴과 양측 상지를 이용하

는 PNF 들어올리기(lifting) 패턴을 이용하고, 더 많은 방

사효과를 위해 가동범위 끝부분에서 압박(approximation)

과 유지(hold)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들은 편측

상지에 적용한 저항이 반대측 하지 근육들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저항의 양이 증가함에 따

라 반대쪽 하지의 근활성도가 변한다고 하였다.

또한 3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 사례

연구에서는 비마비측 상지와 하지에 PNF 패턴을 적용

하고 마비측의 근긴장도와 엉덩관절 능동 가동범위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근긴장도가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능동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연구자들은 그

에 대한 근거로 저항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 현상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우영근 등, 2002).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에서 이용한 PNF 패턴과 측정 근육들은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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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는 다르다. 그러나 신체의 한 부분에 적용한 저항

에 대항하여 발생한 근육 활동이 멀리 떨어진 다른 신

체 부위의 근육 활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PNF 양

측 비대칭 하지굴곡패턴은 그 적용 방향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지 양쪽 목빗근의 근활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같은 PNF 하지패턴

을 전가동범위로 적용하거나 끝범위에서만 적용해도 양

쪽 목빗근에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 결과의 임상적 의의는 경부와 관련된 여러 가

지 임상적 문제들 통증, 근경련, 이상 근긴장, 근약화,

자세이상을 해결하기 위한 간접적 접근방법으로 PNF

양측 하지 패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Dietz(2007)는 PNF 패턴들을 기능적으로 조합하면

달리기 선수(sprinter)와 스케이터(skater) 개념으로 설

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Dietz는 이 개념을 이용하여

경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임상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즉 바로 누운 자세에서 PNF 하지 패

턴 중 굴곡-내전-외회전 패턴과 반대측 팔의 굴곡-내

전-외회전 패턴을 조합(달리기 선수 패턴)하면 경부에

서 굴곡-회전-외측굴곡이 발생하며, 하지 패턴 중 굴곡

-외전-내회전 패턴과 반대쪽 팔의 굴곡-외전-외회전

패턴을 조합(스케이터 패턴)하면 경부에서 신전-회전-

외측굴곡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정상적인 신경계에서 PNF 사지 패턴을 결합한 움직임

은 예측 가능한 방사패턴을 유발한다(Winstein, 1991). 정

상적인 상황에서 방사는 생체역학적으로 안정근

(stabilizer)이나 주동근에 협력 작용을 하는 근육들에서

발생한다(Sullivan과 Portney, 1979). 안정근이나 고정근의

흥분은 주동근에 생체역학적 이점을 제공한다(Hellbrandt

등, 1947; Markos, 1979). PNF 하지패턴들은 체간 굴곡근

들을 동원하여 수축시킨다. 즉 양측성 하지 움직임은 체

간에 영향을 준다. 대칭적 움직임은 체간 굴곡과 신전을

일으키며 상반성(reciprocal) 움직임은 체간 회전을 일으

킨다. 그리고 비대칭적 움직임은 체간 굴곡, 신전, 회전

그리고 외측 굴곡을 일으킨다(Winstein, 1991).

운동신경원이 반응함에 따라, 근수축 에너지는 주동

근에서 멀리 떨어진 협력근으로 퍼져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려 한다(Kabat, 1947). PNF 접근법에서는 체간

의 굴곡근과 엉덩관절 굴곡근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

해 경부 굴곡패턴을 이용한다(Adler, 2001; Voss 등

1985). 역으로 체간 굴곡근과 경부 굴곡근을 위해 고관

절 굴곡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하

지를 들어 올리면 하지의 무게가 고관절 굴곡근과 체간

굴곡근의 수축에 대한 저항이 된다. 저항에 대항하려는

노력은 운동신경원의 흥분을 변화시킨다. 바로 누운 자

세에서 체간 굴곡근은 하지 굴곡근의 협력근으로 작용

한다. 이는 윗몸일으키기기 시 고관절 굴곡근과 체간 굴

곡근이 협력하여 작용하는 것과 유사하다(Neuman,

2002).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PNF 양측 비대칭 하지

굴곡 패턴 패턴이 경부근육의 수축에 영향을 준 것은

하지에 적용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협력근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하지에 가해진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고관절 굴곡근의 협력근인 체간의 굴곡

근이 동원되고 체간의 협력근인 경부 굴곡근들이 동원

되어 과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정상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임상 환자들에게 일반화하기 힘들다

는 것이다. PNF는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신체 부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신체 부분들을 최대한 동

원하여 방사효과를 극대화하는 접근법이다. 또한 그렇

게 발생한 방사는 기능적 활동이나 기능성 상황에서 사

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턴과는 다른 패

턴을 이용할 경우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목빗근의

근활성도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목과 어깨 주변의 다른

근육들을 목표로 하여 동일한 패턴을 적용할 때도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서는 보다 다양한

하지 패턴들과 보다 많은 경부 근육들과의 관계뿐 아니

라 자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상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유수

용성신경근촉진법 중 양측 비대칭 하지굴곡패턴이 목빗

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면근전도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양측 비

대칭 하지패턴적용 시, 오른쪽과 왼쪽 목빗근 근활성도

는 안정 시와 비교하여 네 가지 패턴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패턴방향과 적용 범위에 따른

목빗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유수용

성신경근촉진법 양측 하지패턴을 이용하면 경부 굴곡근

에서 간접적 수축을 유발하여 경부의 임상적 문제를 해

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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