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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and 

static stretching on weight distribution and flexibility for trunk flexion.

Method: Sixty participants who had no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recruited from a local university within six months of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PNF stretching group (N=30) and a static stretching group (N=32). For 

the pre-and post-measurement design, the left-right weight distribution, anterior-posterior weight distribution, and finger-to-floor 

distance (FFD)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stretching interventions.

Result: The FFD result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interventions, regardless of the group differentiation (p<0.05). 

The PNF stretching interven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ifferences between anterior and posterior weight distribution 

compared to the static stretching group (p<0.05).

Conclusions: Both the PNF and static stretching interventions could improve flexibility for trunk flexion mobility. Although 

the PNF intervention improved the weight distribution in the anterior-posterior direction,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various PNF interventions on left-and-right and anterior-posterior weigh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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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근골격계 장애 중 근육의 단축은 일상생활

의 동작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장시간 

좌식생활로 인하여 하지 근육의 단축을 자주 호소하

며, 장시간 서 있는 자세 또는 굽이 높은 구두의 착용은 

근육의 단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진다(Kim 

et al., 2011). Lee와 Lee (2015)는 하지 근육의 단축은 

골반을 후방으로 고정하고 앞쪽 굽힘을 방해할 수 있

음을 기술하였다. 

신장기법의 적용은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목적으

로 수행된다. 신장기법은 신체 각 부위의 근육(muscle)

이나 건(tendon)을 얼마동안 의식적으로 펴거나 늘리

는 행동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신장 기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고유수

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법과 정적신장기법이다. 

Adler 등(2008)은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

법은 근육과 건 내의 고유수용기를 자극함으로써 근

력, 유연성, 그리고 평형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근육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의 신장 기법들은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루어지

며, 신장하고자 하는 수축-이완 기법(contract-relax 

technique)은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Chalmers, 

2004). 정적 신장기법 또한 일반적인 신장방법으로 외

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을 통해 자신의 근육 내부에서 

지속적인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가 이완

하고 있는 동안에 치료사의 손 혹은 기계에 의해 외적

인 힘을 발생시켜 짧아진 조직을 신장시키는 방법이

다. Bandy와 Irion (1994)는 정적신장기법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수반하지 않고도 근육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에 적용되는 신장기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주로 하지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측정이 

주로 이루어진다(Akbulut & Agopyan, 2015; Davis et 

al., 2005). 하지만 근육의 이완과 신장은 자세조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다(Gawda et al., 2015). 

기존의 연구에서 평발환자를 대상으로 한 발목관절 

가동술을 동반한 능동적인 신장기법이 몸통의 유연성

과 함께 대칭적인 체중분포도 향상에 긍적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Yoon & Park, 2013). 최근의 Chatzopoulos 

등(2014)은 하지의 능동적인 신장기법을 적용했을 때

가 정적인 신장기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균형능력과 

민첩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추가적으

로 만성적인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

지 근육에 대해 선택적인 신장운동을 적용했을 때, 

자세조절능력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다

(Gawda et al., 2015). 

자세조절 능력은 균형능력평가로 이루어지며, 특

정 신체 위치에서 자세 조절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Winter 등(1995)은 자세조절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전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체중 분포에 대

한 기전과 또 다른 하나는 압력중심에 대한 기전이다. 

체중 분포도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균형능력에 대한 

평가 중 하나이며,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좌우 균형 

및 앞뒤의 체중 분포를 측정한다. 비록 체중분포도에 

대한 평가는 균형에 있어서 작은 이슈이며 습관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되지만, 보행 및 다양한 기능

적 활동에서 체중분포도의 불균형은 하지의 불균형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지표이다. Sato와 Heise(2012) 

연구에서는 좌우의 불균형한 체중분포도를 가지는 집

단이 barbell squat 운동 동안 비대칭적인 수직 지면반

발력을 나타내었으며, 보다 많은 barbell의 변위를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비록 다양한 연구들이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법과 정적신장기법의 효과를 비교하였지만, 자

세조절능력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한 연구는 드물다. 

뿐만 아니라 자세조절능력과 관련하여 압력중심점 변

위를 평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체중

분포도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기존 연구들은 

백팩의 착용방법이 체중 분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체

중분포도의 차이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

써, 인체 외적인 변화가 체중분포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불균형한 체중분포가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

하였다(,Kim et al., 2015; Sato & Heise, 2012).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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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stretching 

(N=32)

PNF 

stretching 

(N=30)

p

Age (yr) 21.07±0.42 20.24±1.24 0.37

Height (cm) 162.53±7.33 165.07±5.84 0.51

Weight (kg) 56.53±14.13 57.64±9.34 0.86

Finger to floor length 34.05±9.30 36.03±8.45 0.92

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Table 1. Demography of subjects                   (N=62)

아직까지 인체 내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재가 

체중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유연성과 자세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

기법과 정적신장기법을 하지에 적용하였을 때, 양 하

지의 좌-우, 앞-뒤 체중분포도와 체간 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대 남녀(남자 23명, 여자 29명)에게 고

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신장기법과 정적신장기법이 

앞-뒤 체중 분포와 좌-우 체중분포, 그리고 몸통 굽힘

의 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62명

을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지역대

학에서 편의추출로 모집하였으며, 선정기준으로는 최

근 6개월 이내에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자, 실험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읽고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

음과 같았으며, 독립 t 검정의 결과 각 측정변수의 기본 

값들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측정 방법 및 절차 

62명의 대상자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

기법을 적용한 집단 30명, 정적신장기법을 적용한 집

단 32명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중재를 적용하였다. 즉

각적인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후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로는 손가락-바닥 간 거리

(finger to floor distance, FFD)와 족저압 측정을 통한 

앞-뒤 체중분포 차이, 좌-우 체중분포 차이를 측정하였

다. 모든 측정변수는 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통계

에 이용하였다. 

FFD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가 바닥부가 고른 

30cm 높이의 의자 위로 올라가 상체를 숙이게 한 후 

줄자를 이용하여 지면부터 손가락 중지 끝과의 길이를 

재었다. 상체를 숙일 시 무릎이 굽혀지는 보상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 전 대상자에게 교육한 후 보조자가 

옆에 서서 무릎 앞을 손바닥으로 고정하였다. 체중분포

의 측정을 위해 족부 압 분석기(DIERS pedoscan, Diers 

medical system, Germany)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50x48cm, 개별센서 7x5mm, 민감도 0.27N/㎡ bis 127N/

㎡이며 측정 빈도수는 300Hz이며 정적/동적인 족저압 

측정 및 보행/균형분석 장비이다. 기립 보행 시 발에 

가해진 압력의 상대적인 비율을 측정가능하며 균형의 

정적인 측정과 자세의 불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센서가 부착되어있는 발판에 양발을 나란히 

위치하고 올라서서 정면을 바라보고 신체 중력선에 

맞추어 바로 서 족저압력을 측정한다. 검사의 신뢰도

를 위해 총 3회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측정값 중 

전체적인 앞 뒤 체중 분포 비율의 차이 값 및 좌 우 

체중 분포 비율의 차이 값을 통계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중재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신장기법과 정적신장기법으로 두 가지 기법을 요인으

로 설정하였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기법은 주

동근의 수축-이완 (contract relaxation, CR) 기법을 이용

하였다(Adler et al., 2008). 바로 누운 자세에서 대상자

는 능동관절가동범위가 허용할 때까지 무릎관절을 편 

상태에서 엉덩관절을 굽힘시킨다. 발목관절을 발바닥

굽힘시키고 엉덩관절을 폄, 벌림, 안쪽돌림하는 패턴

으로 수축하게끔 연구자는 저항을 적용한다. 저항의 

강도는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대상자에게 최대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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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atic stretching (A) and PNF stretching (B). 

가깝게 수축하도록 요청하였다(Kwak & Ryu, 2015). 

정적신장기법은 제한 범위에서 대상자의 수축을 유도

하지 않고 연구자가 수동적으로 발등굽힘, 엉덩관절

을 굽힘시킨다. 각 운동 당 15초 3세트씩 실시하며 

각 세트 사이 20초 휴식을 가진다(Roberts & Wilson, 

1999)(Fig. 1).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 윈도우 SPSS ver. 18.0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

였다. 모든 자료는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표현하였으며, 데이터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olmogorov- 

Smirnov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장기법 적용 전 후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집단 별로 짝 t-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신장기법과 정적

신장기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재 전 측정값, 

중재 후 측정값, 전-후 변화량에 대해 독립 t-검정을 실시

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손가락-지면 간 거리

정적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에서 중재 전 FFD의 

값은 34.05±9.30에서 중재 후 30.79±9.29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1,31=6.41, p<0.05). 고유수용성신경근촉

진법 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에서는 중재 전 FFD 값

이 36.03±8.45에서 중재 후 32.35±8.13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T1,29=6.77, p<0.05). 독립 t 검정을 통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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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Static stretching PNF stretching

Pre Post Changes Pre Post Changes

FFD length 34.05±9.30 30.79±9.29* 3.25±2.87 36.03±8.45 32.35±8.13* 3.68±2.98

FFD: finger to floor distance, 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measurements: p<0.05

Table 2. Descriptive statics of the finger to floor distance                                             unit: cm 

Weight distribution
Static stretching PNF stretching

Pre Post Changes Pre Post Changes

Left-Right 4.25±3.38 3.83±2.99 -0.42±3.45 8.62±5.87 6.21±4.44 -2.41±6.58

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measurements: p<0.05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terventions

Table 3. Differences in left and right weight distribution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unit: %

본, 집단 간 중재 전 비교, 집단 간 중 재 후 비교, 

집단 간 변화량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p>0.05)(Table 2).

2. 좌-우 체중 분포

정적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에서 중재 전 좌-우 체

중분포도 차이 값이 4.25±3.38에서 중재 후 3.83±2.99

로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1,31=0.69, p>0.05).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신장

기법을 적용한 집단에서는 중재 전 좌-우 체중분포도 

차이 값이 8.62±5.87에서 중재 후 6.21±4.44로 감소하

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1,29=2.01, 

p>0.05). 독립 t 검정을 통해 알아본, 집단 간 비교에서

는 중재 전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신장기법을 적용

한 집단이 정적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큰 좌우체중분포차이를 나타내었다(T=3.62, p<0.05). 

마찬가지로 중재 후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신장기

법을 적용한 집단이 정적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큰 좌우체중분포차이를 나타내었다(T=2.48, 

p<0.05). 하지만 변화량 차이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3. 앞-뒤 체중 분포

정적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에서 중재 전 앞-뒤 체

중분포도 차이 값이 4.84±7.83에서 중재 후 6.21±7.60

로 소량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T1,31=0.82, p>0.05).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신

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에서는 중재 전 좌-우 체중분포

도 차이 값이 3.75±12.34에서 중재 후 12.78±9.15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T1,29=2.97, p<0.05). 독립 t 검정을 

통해 알아본 집단 간 차이에서도 중재 전 집단 간 비교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재 후 집단 

간 비교 및 변화량 차이에서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법 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이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

다(p<0.05)(Table 4).

Ⅳ. 고 찰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가장 고유

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법과 정적신장기법 모

두 체간 유연성을 향상시켰다. 체간 유연성을 평가하

기 위한 손가락 바닥 간 거리의 전-후 변화량은 중재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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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distribution
Static stretching PNF stretching

Pre Post Changes Pre Post Changes

Anterior-posterior 4.84±7.83 6.21±7.60 1.37±9.44 3.75±12.34 12.78±9.15* 9.02±16.65

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measurements: p<0.05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terventions

Table 4 Differences in anterior-posterior weight distribution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unit: %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차이가 존재한다. Funk 등(2003)

은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법이 정적인 신

장기법보다 뒤넙다리근육의 길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Sharman 등

(2006)도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법이 다

른 정적신장기법에 비해 이득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현 연구에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

기법이 정적신장기법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 연구에서 사용된 손가락 바닥 간 거리는 

많은 연구에서 하지와 체간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방법이다. 현 연구에서는 하지에 신장

기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방법으로 인하

여 정적신장기법과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손가락 바닥 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손가락 

바닥 간 거리는 몸통과 하지근육의 유연성을 평가하

는데 있어 신뢰도 높은 방법 중 하나이며, 근막사슬이

론에 따르면 특정 결합조직의 신장이 다른 조직의 신

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Krause et al., 

2016). Paul (2001)은 우리 몸의 결합조직들은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고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체중분포도와 관련하여, 현 연구에서 두 중재 모두 

중재 후 값을 중재 전과 비교했을 때, 좌-우 체중분포

도는 약간의 감소는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가지 원인에서 좌우-체중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선 대상자들이 건강한 

성인이었다는 점이다. 좌우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 

관절 정렬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참가자를 대상

자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중재

방법이 엉덩관절, 발목관절의 앞 뒤 조직의 신장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직의 앞-뒤 운동성, 안

정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있었지만 엉덩관절

과 발목관절의 안쪽 바깥쪽 조직에 대한 신장기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중재 전, 중재 

후 집단 간 비교에서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신장

기법을 적용한 집단이 정적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보

다 유의하게 큰 좌-우 체중분포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무작위 배치를 통한 집단 배치를 한 결과 고유수

용성신경근촉진법 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에 상대적

으로 큰 좌-우체중분포의 차이가 있는 대상자들이 배

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좌-우 체중분포 변화량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장기법의 

적용이 좌-우 체중분포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좌-우 체중분포도와는 다르게, 앞-뒤 체중 분포도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가 중재 후 비교와 변화량 비교에

서 발생하였다. 정적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에서는 

중재 전후로 약간의 증가가 일어났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

법을 적용한 집단의 경우 중재전보다 중재 후에 앞-뒤 

체중분포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Neumann 

(2002)에 따르면 정적인 선 자세에서 정상적인 발의 

압력분포는 앞쪽 발에 40%의 체중부하, 그리고 뒤쪽 

발에 60%의 체중부하를 보인다고 기술하였다. 즉, 뒤

쪽발과 앞쪽발의 체중분포는 20%정도의 차이를 보이

게 된다. 현 연구에서는 비록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넙다리근육을 비롯한 하

지 근육의 뻣뻣함으로 인하여 중재 전 측정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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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분포가 정상적인 분포형태를 띄지 않았다. 하지

만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법을 적용한 집

단에서는 중재 후 20%에는 못치지만, 13%에 가까운 

차이에 근접하였다. 최근, Kim 등(2015)은 백팩을 착용

하는 방법에 따른 체중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정상적

인 체중분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도 목뼈부위보다 20cm 낮은 위치에서 백팩을 착용할 

때, 정상적인 체중분포와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Kim et al., 2015). 비록 기존 연구에서는 

낮은 위치에서의 백팩착용이 뒤쪽 발에 체중부하를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체중분포에서 벗어난 

결과를 도출하였고 현 연구에서는 신장기법 적용을 

통해 정상적인 체중분포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도출하

였기 때문에 두 연구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적 외적 

변화가 정상적인 체중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형은 자동적인 자세반사와 수의적인 움직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Shiratori et al., 2000). 

신장기법의 적용과 균형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Costa 등(2009)은 정적신장

기법을 적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적인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신장기

법의 적용이 골지 건 기관과 근 방추체의 반응을 늦추

게 할 수 있어 균형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Behm 등(2004)은 짧은 기간의 뒤넙다리

근육과 발바닥쪽굽힘근들에 신장기법을 적용한 결과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고 뻣뻣함도 줄어들었지만, 오

히려 정적인 균형능력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압력중심점의 이동과 안정성한계를 

측정함으로써 균형능력을 평가하였지만, 현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신장기법의 적용효과를 체

중분포도의 변화로 평가하였다. 비록 동요를 발생시

키지 않은 상황에서 정적인 정렬에 따른 체중분포도

였기에 균형이 좋아졌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석할 때, 신장기법의 적용이 체중의 

정상적인 분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현 연구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능동기법과 수동기법간의 차이

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능동기법간의 

효과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두 

번째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

문에, 임상적 의의로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뒤넙다리근육과 발바닥쪽굽힘근 단축이 있는 대상자

에게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는 무작위화 집단 분류로 인하여 고유수용성신경근촉

진법 신장기법을 적용한 집단에 좌-우 체중분포차이

가 있는 대상자들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

로 현 연구에서 집단 간 비교는 전-후 변화량 값을 

변수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1종 오류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 연구에서 나타내는 +값과 –값은 

단순히 +와 –값이 아닌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

량을 중재 전 값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 수 없었다는 

점을 명시하는 바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

법과 정적신장기법 모두 체간과 하지의 유연성을 유

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균형

능력과 관계있는 체중분포의 향상과 관련해서는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신장기법이 정적인 신장기법

보다 더 효과적이다.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고유

수용성신경근촉진법의 신장기법이 균형에 미치는 영

향을 더욱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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