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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o prevent or reduce the risk of strain injury,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stretching techniques are currently being used. The effect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and static stretching on flexibility has been demonstrated; however, it is not
clear which one is superior.

Object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ffects of PNF and static
stretching performed at various intensities on muscle flexibility.
Methods: The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of the hamstrings using
the PNF stretching technique was performed in the P100 group, while 70% of the MVIC was
performed in the P70 group. The MVIC value obtained during the PNF stretching in both
groups was used as a reference for setting the intensity of static stretching. Static stretching
was performed at 130% (S130), 100% (S100), and 70% of the MVIC (S70). The active knee
extension (AKE) values, defined as the knee flexion angle were measured before stretching
(baseline), immediately after stretching (post), and at 3 minutes, 6 minutes, and 15 minutes.
Results: PNF stretching produce a greater improvement in flexibility compared with static

stretching. Specifically, the ΔAK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100 and S70 groups than in
the P100 group at Post. In the comparison of ΔAKE over time in each group, the ΔAKE at Post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value at Baseline in the S130 group;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at 6 minutes while a significant increase was noted at
15 minute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PNF stretching is more effective than static stretching
with respect to increasing and maintaining the flexibility of muscle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flexibility at maximal intensity was similar to that observed at submaximal intensity during
both PNF and static stretching.

INTRODUCTION

유도한다[5,6].
스트레칭은 근-힘줄단위(muscle-tendon unit)를 보다 순응(com-

운동 중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하지 손상이 발생하며[1-3], 대부분은

pliant)하게 만들고[7,8], 증가한 순응도(compliance)는 각-회전력 관

긴장성 손상(strain injury)으로 주로 뒤넙다리근(hamstring muscle)

계(angle-torque relationship)에 영향을 미쳐 근 길이가 늘어난 상태

에서 한다[4]. 긴장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 시도되는 가장 대

에서 더욱 큰 힘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위

표적인 중재가 스트레칭이며, 이것은 부상방지와 함께 유연성 증가를

와 같이 스트레칭 후 발생하는 일련의 작용들은 종합적으로 과도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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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elongation)에 저항하는 능력을 증대시켜, 긴장성 손상의 발생

metric contraction, MVIC) 및 최대하(70% of MVIC)에서 PNF 스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트레칭은 적용 방

트레칭을 수행하고, PNF 스트레칭의 MVIC 동안 측정된 엉덩관절 폄

식에 따라 정적(static), 고유감각신경근육촉진(proprioceptive neu-

근력(hip extension force)을 기준으로 130%, 100%, 70% of MIVC

romuscular facilitation, PNF), 탄도성(ballistic) 스트레칭 등으로 분

로 정적 스트레칭의 강도를 설정하였다. 정량화된 스트레칭 강도를 바

류하며, 임상에서는 이중 정적 스트레칭과 PNF 스트레칭이 가장 널리

탕으로 두 기법 간 다양한 강도에 따른 뒤넙다리근의 유연성 증가 차이

사용되고 있다[11,12]. 스트레칭의 부상 방지 및 유연성 증가 효과 자

및 시간에 따른 유지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스트레칭 기법 중 효
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MATERIALS AND METHODS

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단일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
에서는 정적 스트레칭과 PNF 스트레칭 기법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1. 연구대상자

나[13-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PNF 스트레칭의 효과가 유의하게 높

실험에는 젊고 건강한 성인 총 72명이 지원하였으며, 허리, 무릎, 발

게 보고되었다[17-20]. 두 스트레칭 기법은 수행 방식이 전혀 달라 해

목 관절 및 그 주변 조직에 수술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부위에 통증이 있

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칭은 기법 외 강도(intensity), 빈도

는 5명이 제외되었다. 실험 중간 철회를 요구한 1명을 제외한 총 66명

(frequency), 적용시간(time)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강도는 유

(age 21.7 ± 1.6, height 167.5 ± 8.8, weight 63.7 ± 12.8)이 최종

연성 증가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적으로 실험을 모두 완료하였다. 실험은 우송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정적 스트레칭의 경우 제한된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의 폄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Woosong University) 승인 후 시

(extension) 중 통증이 느껴지기 바로 전, 또는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

행되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실험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었

을 기준으로 대상 근육의 신장을 수동적으로 유도하며, 1회 수행 시간

으며, 실험 전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이 상대적으로 길다[21]. 이와 달리 PNF 스트레칭의 경우 대상 근육으
로 인해 발생하는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점에서 최대(maximal), 또는

2. 실험절차

최대하(submaximal)의 등척성 수축(isometric contraction)이 능동

실험자는 총 5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실험은 스트레칭

적으로 수행되며, 동일한 동작이 짧은 시간 동안 5–6회 반복적으로 수

강도의 기준점 측정을 위해 PNF 스트레칭 그룹이 먼저 수행되었으며,

행된다[22,23]. 스트레칭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칭의 적용 빈도

측정 완료 후 정적 스트레칭 그룹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은 테이블

와 시간은 대부분 명확히 기술하고 있으나, 스트레칭 효과에 매우 큰

위 바로누운자세(supine position)에서 우세다리만을 측정하였다. 측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도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하는 동안 비우세다리와 골반은 치료테이블에 스트랩(strap)으로 고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24,25]. 스트레칭의 특성상

정되었다. PNF 스트레칭은 유지-이완(hold-relax)기법을 이용하여 다

반복 횟수나 적용시간과 달리 강도의 경우 정량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먼저 측정자는 뒤넙다리근의 신장 제한이 느껴

어려우므로 동일한 기법 내에서 다양한 강도를 실험하는 것에 한계가

지는 관절가동범위 지점까지 하지직거상(straight leg raise)을 수행하

있으며, 더불어 다른 기법 간 비교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

였다. 실험자가 엉덩 관절 폄 시 측정자는 근육의 등척성 수축을 위해

문에 정적 스트레칭과 PNF 스트레칭을 다양한 강도와 함께 직접 비교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주었다(Figure 1). PNF 스트레칭은 총 5회 수행

한 연구는 거의 없다[26,27]. 정적 스트레칭의 경우 강도는 통증을 느

(1회 6초, 회당 5초 휴식)하였다. 검사자는 PNF 스트레칭의 MVIC 동

끼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하위 강도를 설정하게 되는데, 통증인지는 주

안 휴대용 힘측정계(hand-held dynamomter, MicroFET 3; Hog-

관적 요소로 개인별 특성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PNF 스트

gan Health Industries Co., Draper, UT, USA) (Figure 2)를 피험

레칭 역시 피험자의 노력 정도(등척성 수축의 강도)를 수행자가 정량화

자의 발목 뒤에 위치하여 엉덩관절 폄 근력을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

하여 하위 강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강도

된 값의 평균과 동일한 강도로 PNF 스트레칭을 수행한 그룹은 P100

가 적용될 수 있다. Sheard와 Paine [28]의 연구에 따르면 PNF 스트

이며, P70은 70% of MVIC의 강도를 유지하였다. PNF 스트레칭 그룹

레칭 시 의도된 강도와 실제 정량적으로 측정된 강도 사이에는 상당한

의 MVIC에서 측정된 엉덩관절 폄 근력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적 스

차이가 발생하였다. 물론 숙련된 임상가는 정적 스트레칭을 수행함에

트레칭의 적용 강도에 따라 S130 (130% of MVIC), S100 (100% of

뒤넙다리근의 긴장(tightness)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PNF 스트레칭

MVIC), S70 (70% of MVIC)으로 그룹을 정하였다. 정적 스트레칭의

수행 시에는 적절한 구두(verbal) 지시를 통해 스트레칭의 강도를 일정

경우 동기 부여가 높은 운동선수에서, 또는 큰 스트레칭 효과를 얻기

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노력과는 별개로 수행자의

위해 종종 고강도 스트레칭이 적용되고 있어 130% of MVIC를 추가

숙련도가 정확한 정량적 수치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정량화된 측정을

로 수행하였다[29,30]. 실험 중 실험자는 자신의 통증 허용(tolerance)

바탕으로 스트레칭 강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범위를 넘거나 불편한 경우 중단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정적 스트레칭은

본 연구에서는 최대 자발 등척성 수축(maximum voluntary iso-

측정자에 의해 하지직거상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스트레칭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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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bject undergoing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Figure 3. Subject undergoing static stretching.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N = 72)
Group (n)

Age (y)

Height (cm)

Weight (kg)

S130a (14)
S100b (13)
S70c (14)
P100d (13)
P70e (12)

20.7 ± 1.6*
20.9 ± 1.0*
20.3 ± 1.1*
22.6 ± 1.7
21.1 ± 1.0*

169.3 ± 6.3
168.9 ± 9.5
167.5 ± 7.7
164.4 ± 10.5
167.0 ± 7.1

65.3 ± 7.0
63.5 ± 8.4
66.1 ± 10.2
63.4 ± 11.8
64.9 ± 1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A static stretching
group of 130%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ba static
stretching group of 100% MVIC, ca static stretching group of 70% MVIC,
d
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group of 100%
MVIC, 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group of
70% MVIC. *Significant difference from P100.

15분에 측정되었다.
Figure 2. Hand-held dynamometer.

3. 분석방법
P100과 P70 그룹에서 측정된 엉덩관절 폄의 MVIC 비교는 독립표

회 (30초) 수행되었다(Figure 3). 실험 동안 비우세다리와 골반은 치료

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을 이용하였다. 그룹 내 시

테이블에 스트랩으로 고정되었으며, 검사자는 정적 스트레칭 동안 휴

간에 따른 ΔAKE의 비교는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대용 힘측정계의 액정 표시 장치의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험자가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이용하였으며, 그룹 간 ΔAKE 및

정해진 목표값만큼 엉덩관절 폄 정도를 수행하도록 가이드하였다. 스

키, 나이, 몸무게, 비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이용하

트레칭은 수행 전 준비운동(warm-up)으로 능동 무릎관절 폄(active

였으며, 사후검정은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

knee extension, AKE)을 6회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6회에서 측정된

서는 IBM SPSS Statistics ver. 23 (IBM Corp., Armonk, NY, USA)

AKE 값은 기준값(baseline)으로 기록하였다. AKE 값은 뒤넙다리근의

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유연성 측정에 있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인다[31-34]. 측정을 위
해 먼저 실험자는 치료테이블 위 바로누운자세에서 엉덩관절을 90° 굽

RESULTS

힘하고 무릎관절 폄을 천천히 시행하며 뒤넙다리근을 신장한다. 최대
무릎관절 폄에 도달했을 때 실험자는 자세를 유지하고, 측정자는 무릎

그룹 간 키와 몸무게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이는

관절 굽힘 각도를 측정하여 AKE 값으로 기록한다. 측정된 AKE 값이

P100이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낮을수록 뒤넙다리근의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무릎관절 폄각도는

키 또는 몸무게와 같이 신체의 생리학적 특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

관절각도계(universal goni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KE 값

는 변수는 아니어서 임상적 의미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Table 1). 스트

은 두 그룹 모두 스트레칭 전 외 추가로 스트레칭 직후(post), 3분, 6분,

레칭 강도의 세분화를 위해 측정한 최대 엉덩관절 폄 시 근력은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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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74.6N, P70에서는 77.3N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ISCUSSION

(p = 0.753).
그룹별 AKE의 기준값 스트레칭 직후 발생한 유연성의 증가 시간에

스트레칭 강도를 정량화 후 강도 차이에 따른 유연성의 증감 변화를

따른 스트레칭 효과의 감소(6분, 15분)는 Table 2에 정리되었다. 스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더불어 PNF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을 비

트레칭 직후 증가한 유연성은 동일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스트레칭 기법 간 강도를 세분화하여 상호

(Table 3). 하지만, P100은 S100과 S70보다 유의하게 높은 유연성 증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PNF 스트레칭에서 엉덩관절

가를 보였다. 스트레칭 적용 후 6분이 지나고 S130은 P100과 P70보다

폄 근력의 MVIC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위 강도를 세분화하였

유의하게 높았으며, S100과 S70 역시 P100, P70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PNF 스트레칭의 MVIC 동안 최대 엉덩관절 폄 근력은 P100에서는

다. 15분에는 S130, S100, S70 모두 P100, P7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74.6 N, P70에서는 77.3 N으로 측정되었다. PNF 스트레칭 동안 측정

그룹별 시간에 따른 유연성의 변화는 고강도일수록 직후 측정된 값

된 그룹별 MVIC 값은 강도 설정에 있어 기준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에서 큰 변화를 보인 후, 시간에 따라 기준값을 넘어 회복하였다(Table

그룹 간 차이가 크면 실험에서 설정한 스트레칭 강도 차이가 실제 그룹

4). 세부적으로는, 먼저 S130은 스트레칭 적용 전 대비 직후에서 유의

간 목표값과 다를 수 있다. 측정 결과 두 그룹 간 최대 폄 근력의 유의

한 감소가 있었으며, 6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15분에서는 유의한 증

한 차이는 없었으며, 또한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를 했다. S100, S70의 경우 AKE의 감소 폭이 크지 않아 직전 대비

실험의 기준점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35,36].

15분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최대 PNF 스트레칭이 적용된

동일 시점에서 그룹 간 ΔAKE 차이는 분석 성격에 따라 PNF 스트

P100의 경우 스트레칭 적용 전 대비 직후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

레칭 그룹 간 강도별 차이, 정적 스트레칭 그룹 간 강도별 차이, 그리

며, 6분, 15분까지 유의한 감소가 지속되었다. P70 역시 P100과 같이

고 마지막으로 PNF와 정적 스트레칭 그룹 간 차이, 세 가지로 분류할

스트레칭 적용 전, 직후, 6분, 15분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하며 비슷

수 있다. 먼저 PNF 스트레칭 그룹 간 차이를 보았을 때 P100과 P70은

한 변화를 보였다. P100과 P70은 직후 대비 6분, 15분의 AKE 값 비교

모든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NF 스트레칭은 일

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100과 P70의 유일한 차이는 6

정 강도 이상 적용 시 유연성 증가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

분 대비 15분에서 P70만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이다.

로 고려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Holt
등[37]은 최대 강도인 100% 대비 50% 강도에서 뒤넙다리근의 관절가
동범위 증가가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Feland와

Table 2. Longitudinal changes in ΔAKE (°)
Group

Baseline

S130a
S100b
S70c
P100d
P70e

21.5 ± 9.9
19.4 ± 11.6
21.9 ± 7.6
24.1 ± 11.8
23.8 ± 11.4

Post
–6.9 ± 6.5
–4.4 ± 7.5
–4.9 ± 5.4
–13.3 ± 6.8
–11.2 ± 7.4

Marin [26]은 100%, 60%, 20% 강도의 스트레칭에서 모두 유의한 차
6 min

15 min

5.7 ± 8.4
5.6 ± 6.9
5.5 ± 5.4
–10.3 ± 9.9
–11.1 ± 6.9

8.6 ± 9.1
9.8 ± 8.4
7.9 ± 5.8
–10.9 ± 12.6
–8.1 ± 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KE, active knee
extension. aA static stretching group of 130%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ba static stretching group of 100% MVIC, ca static
stretching group of 70% MVIC, d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group of 100% MVIC, 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group of 70% MVIC.

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Khodayari와 Dehghani [27] 역시 80%,
60%, 40%, 20% 강도에서 네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다음으로 정적 스트레칭의 경우 그룹 간 일부 차이가 있었으
나, PNF 스트레칭과 같이 통계학적 차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룹
별 30%씩 차등으로 설정된 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
소의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S70에 적용된 강도가 이미
유연성의 유의한 증가를 일으키기 위한 충분한 강도로 추가적인 강도

Table 4. Comparison of ΔAKE over time in each group
Group

Table 3. Comparison of ΔAKE between the groups
Group

Post

6 min

15 min

S130a
S100b
S70c
P100d
P70e

p = 0.009*
p = 0.027*
-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a

AKE, active knee extension; -, no significant difference. A static stretching
group of 130%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ba static
stretching group of 100% MVIC, ca static stretching group of 70% MVIC, d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group of 100% MVIC,
e
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group of 70%
MVIC. *Significant difference from P100, †significant difference from P70.

a

S130

S100b
S70c
P100d
P70e

Post
†

p = 0.010*, p < 0.001 ,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6 min

15 min

-

p = 0.020*

p = 0.004‡
p < 0.001*
p < 0.001*, p = 0.044‡

p = 0.001*
p = 0.027*
p < 0.001*
p = 0.005*

AKE, active knee extension; -, no significant difference. aA static stretching group of 130% maximum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ba
static stretching group of 100% MVIC, ca static stretching group of 70%
MVIC, d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group of
100% MVIC, 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tretching group
of 70% MVIC. *Significant difference from Baselin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6 minute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15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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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 수 있다. 정적 스트레칭의 강도 차

적용된 정적 스트레칭의 강도는 PNF 스트레칭 수행 시 힘 근력계에 의

이가 유연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선행 연구는 많지가 않다.

해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 적용된 강도

Chaouachi 등[38]에 따르면 정적 스트레칭에서 최대 강도 대비 최대

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적 스트레칭은 통증 지점

하 강도의 스트레칭은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유의한 유연성 차이를 만들

또는 불편 지점(point of discomfort)까지 수행하며, 이 지점을 바탕

어내지 못했다. Biodex를 이용하여 스트레칭 강도를 정량화하여 진행

으로 강도를 세분화한다[21,29]. 하지만 이때 적용되는 강도를 정량화

한 연구에서는 75%와 50%에서 최대 무릎 폄 각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

하여 수치로 측정하지는 않는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와

았다[39]. 마지막으로, PNF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 그룹 간 비교에

관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 밖에 정적 스트레칭 그룹에서만 관찰

서는 앞서 제시된 결과와 달리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PNF 스트레칭이

된 또 다른 특징으로는 15분에서 측정된 ΔAKE 값이 직전 측정된 값보

수행된 P100, P70은 ΔAKE가 S130, S100, S70보다 대부분 시점에서

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스트레칭의 반복적 적용이 아닌 1세트

유의하게 낮았다. 유연성 증가 시 AKE 값은 감소하기 때문에 스트레

단기간 적용 후 관찰된 증가한 유연성의 빠른 감소는 당연하나, 기준값

칭으로 인한 유연성 증가는 PNF 그룹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정적

인 스트레칭 적용 전 값을 상회하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스트레칭 중 가장 강도가 높은 S130의 경우 직후에서 P100, P70과의

이다. 이것은 아마도 준비운동으로 수행된 6회의 AKE가 일시적 유연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P70은

성 증가를 일으켰고, 이것이 직전 값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준

모든 정적 스트레칭과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칭 적

비운동 중 증가한 유연성 역시 정적 스트레칭 후 증가한 유연성과 함께

용 후 시간에 따른 유연성 변화 정도를 볼 수 있는 6분, 15분에서 모든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이것이 스트레칭 후 15분이 지난 시점에 관찰

정적 스트레칭 그룹은 PNF 스트레칭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ΔAKE

된 것이다. 준비운동으로 인한 유연성 증대 효과는 선행 연구에서 유사

를 보였다. 스트레칭 후 증가한 유연성은 근-힘줄단위 구조에서의 점

하게 관찰되었다[36,46]. 마지막으로, PNF 스트레칭이 적용된 P100,

성(viscosity) 감소와 근육 탄성(elasticity) 구조물 중 가장 큰 영향을

P70 그룹의 시간에 따른 ΔAKE 값의 변화를 보았을 때, 두 그룹 간 유

받는 티틴(titin) 구조물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0,41].

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세부적으로는 P100과 P70은 직전 대비 직

PNF 스트레칭의 경우 특징적으로 신경학적 특성이 추가적 영향을 줄

후에서 스트레칭으로 인한 유의한 유연성 증가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수 있다. 근방추(muscle spindle)에 의한 반응 감소와 그로 인한 운동

이 효과는 6분, 15분까지 두 그룹 모두에서 지속하였다. 정적 스트레

신경세포(motor neuron)의 낮은 활동성이 추가적 순응 증가를 일으

칭과 달리 PNF 스트레칭으로 인해 발생한 유연성 증가 효과는 단기간

키며, 이것은 유연성 증가를 유발한다[42,43]. 이러한 신경학적 특성은

에 그치지 않고 상당 시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P100과 P70은 측

고강도보다는 중고강도 또는 중강도의 적용에서 활성화된다고 알려졌

정된 시점 대부분에서 유사한 증감 패턴을 보였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으며,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유연성 증대에 있어 최대하에서 더욱 높은

점이라면, P70의 경우 15분에서 6분 대비 AKE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

(또는 동등한) 효과가 관찰되었다[23,28]. 즉, PNF 스트레칭이 정적 스

되었다. 즉, P130과 P100의 차이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증가

트레칭 대비 근섬유의 생리학적 특성 외 부가적 신경학적 특성으로 인

한 유연성 지속시간이 짧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서도 스트

해 유연성 증가에 있어 일부 유리할 수 있다. 이 밖에 PNF 스트레칭은

레칭 강도가 낮을 때 향상된 유연성의 지속이 짧을 수 있음이 발견되었

수동적인 정적 스트레칭보다 능동적으로 환자가 근수축을 수행하기 때

다[36]. 하지만 무조건적인 고강도 스트레칭 수행 시 근육 조직의 손상

문에, 순환(circulation) 및 근소실(muscle atrophy)의 예방에 긍정적

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47-49]. 또한 응

측면을 가진다. 정적 스트레칭은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과 같이 수

력-이완(stress-relaxion) 관계에서 증명되었듯이, 한번 증가한 유연성

동적 움직임의 한계점을 가진다.

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로도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

동일 그룹 내 시간에 따른 ΔAKE 값의 변화를 보았을 때 정적 스트

직후 측정된 유연성 증가의 정도가 같다면 초기 강도를 높게 하여 손상

레칭이 적용된 S130, S100, S70은 유사한 감소와 증가의 패턴을 보였

위험성을 키우기보다는 중강도 스트레칭 수행 후 유연성 유지를 위해

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S130의 경우 스트레칭 직후 AKE의 유의한 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유

소가 관찰된 후, 6분 후 그 효과가 사라졌으며, 15분 후에는 오히려 스

리할 수 있다.

트레칭 전보다 증가한 값이 관찰되었다. S100과 S70의 시간에 따른

본 연구 결과는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가 건강한 젊은 성인으로 한정

ΔAKE 변화 패턴은 스트레칭 직후 일정 부분 감소, 그 후 시간에 따른

되어 일반화하여 다른 연령대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환자와 같이 근

증가라는 점에서 S130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스트레칭

육의 생리학적 변화가 있는 경우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

직후 감소 폭이 작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스트레칭 직후

트레칭 시 휴대용 힘측정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목표값을 유지하도

증가한 유연성의 시간에 따른 감소는, 탄성 영역(elastic regions) 내에

록 했으나 스트레칭 동안 측정된 값을 별도로 저장하지는 않았다. 차후

서의 변형이 시간에 따른 원점으로 복귀하려는 성질과 유동 시 점도가

연구에서는 스트레칭 동안 측정되는 모든 값을 저장 후 이에 관한 면밀

낮아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원래로 돌아가려는 근 요변성(muscle

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thixotropy)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44,45]. 본 연구에
34

https://doi.org/10.12674/ptk.2020.27.1.30

Effects of Stretching Performed at Various Intensities on Hamstring Flexibility

CONCLUSIONS
본 연구는 스트레칭 강도의 정량화를 통해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PNF와 정적 스트레칭 기법 간 강도에 따른 유연성 차이를 비교

Sports Med 1989;17(4):489-94.
8. Magnusson SP, Simonsen EB, Aagaard P, Kjaer M. Biomechanical responses to repeated stretches in human hamstring
muscle in vivo. Am J Sports Med 1996;24(5):622-8.

하였다. 연구 결과 단기간 스트레칭 적용에서 정적 스트레칭보다 PNF

9. McHugh MP, Nesse M. Effect of stretching on strength loss

스트레칭이 유연성 증가와 지속성 측면에서 일부 효과적이었다. 또한,

and pain after eccentric exercise. Med Sci Sports Exerc 2008;

PNF와 정적 스트레칭 모두 최대 강도 대비 최대하 강도에서 동등한 또

40(3):566-73.

는 유사한 유연성 증가 효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칭 강도의

10. Herda TJ, Ryan ED, Smith AE, Walter AA, Bemben MG, Stout

정량화가 손쉽게 가능하며, 유연성 증가 및 유지에 더욱 효과적인 PNF

JR, et al. Acute effects of passive stretching vs vibration on

스트레칭을 조직 손상과 통증 발생 위험이 적은 최대하 강도로 수행하

the neuromuscular function of the plantar flexors. Scand J

는 것이 임상에서 추천될 수 있다.

Med Sci Sports 2009;19(5):703-13.
11. Decoster LC, Cleland J, Altieri C, Russell P. The effects of 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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