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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PNF) 

intervention for temporomandibular joints and hamstring on active mouth opening and hamstring flexibility. Methods 17 

healthy adults were included in this randomized, single blind, crossover design study. The possibility of carry over effect 

could not be exclude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orward flexion distance, popliteal angle and active mouth opening 

were evaluated and results were analyzed. After first participating in the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PNF) 

intervention for temporomandibular joints, each subject visited again after a week to prevent the carry�over effect and 

then participate in the other intervention. Results Both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PNF) intervention 

significantly improved forward flexion distance, popliteal angle and active mouth opening. Comparing the two 

intervention, TM joint intervention significantly improved popliteal angle. Hamstring intervention significantly improved 

active mouth open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orward flexion distance test were found between interventions. 

Conclusion Although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PNF) intervention on hamstring had a effect on indirect 

intervention of active mouth opening, it is considered that more study is needed for clin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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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턱관절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체 관절 가운데 하

나로서 씹기, 삼키기뿐만 아니라 말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되며 

하루 2,000회 이상 움직이며 약 3.5톤의 압력을 치아 조직에 

가하게 된다.1) 국내에서는 턱관절의 장애로 인하여 병원을 찾

는 평균 환자 수는 전체 인구의 0.15%였고 3년간 매년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였다.2) 그리고 Zhang 등(2015)3)은 스

웨덴, 영국, 홍콩, 스페인, 캐나다 그리고 미국 인구 중 약 

5%~12%가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으며 가장 흔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턱관절의 장애가 발생할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아래턱의 

운동과 관련된 불쾌감, 관련 근육들의 통증과 피로로 인한 씹

기시 장애, 턱관절 운동시 관절에서 발생되는 관절잡음 그리고 

입벌리기의 제한이 있다. 이 중에 턱관절 장애의 3대 증상은 

턱관절의 부조화, 아래턱 운동시 턱의 통증 그리고 입벌리기 

제한이다.4) 입벌리기 제한의 치료로는 턱교정 수술 등의 비가

역적인 치료와 약물요법과 물리치료 등의 가역적인 치료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보존적이고 가역적인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비가역적인 치료는 가급적 최소로 시행되고 있

다.5),6) 보존적 요법인 약물요법 중에서는 진통제, 근육이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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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계 항우울제 등이 턱관절 장애의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

구가 많이 있으나 이러한 약물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약물 

중독, 이전 약들과의 상충 혹은 부작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7)
 그에 비해 물리치료 요법은 가역적이며 부작용

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입벌리기 

제한을 치료하기 위한 물리치료로는 물리적 인자 요법, 도수치

료 그리고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치료 등이 있다.
8),9)

 Bumann

등(2002)
10)

은 도수치료는 씹기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물리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필수적인 치료법이라 하였으며, 도수치료

를 통하여 관절낭의 운동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짧아진 근육

을 신장시키거나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11-13)

그러나 관절이 불안정하고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내재성 관절움직임을 유발하기 위한 도수치료의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과도한 내재성 관절 움직임을 유발하기 위한 도

수치료는 관절내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 고

유감각과 운동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14)

 고유수용성신경근촉

진 중재는 신경생리학적인 기전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까지 크

게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에서 작

용근의 수축은 상호억제를 거쳐 대항근의 이완을 이끌어 낸다. 

그래서 입벌리기 동작의 작용근에 치료를 적용하면 대항근의 

이완이 유발되어 입벌리기 범위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작용

근의 수축을 7~10초로 지속할 시 움직임의 범위가 가장 증가

하였다는 연구도 있었다.
15)

위의 물리적 인자 요법과 도수치료 그리고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는 병터의 직접적인 적용이 많다. 그러나 Espejo 등(2016)
9)

 

은 

턱관절과 멀리 떨어진 넙다리뒤근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적

용 시 넙다리뒤근의 유연성 뿐만 아니라 능동 입벌리기의 범위가 증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병터의 통증이 극심하여 직접적인 중재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Espejo 등(2016)
9)
의 연구와 같이 병

터가 아닌 떨어진 부위의 중재를 통해 원하는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통증부위에 직접 적용하는 중재가 아닌 

원격부위의 중재를 통해 치료효과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임상

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넙다리뒤근과 같이 먼 부위의 고유수용성신경

근촉진 중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 간접적인 중재가 

실제 임상에 통용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중재와 비교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는데 아직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턱관절과 넙다리뒤근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가 능동 

입벌리기 범위의 변화량과 넙다리뒤근 유연성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20~30대 성인 

남녀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참여 동의 의사를 밝힌 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문제가 없으며, 연구의 운동

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 범위 내에서 관절 

범위의 제한을 가지지 않는 이들로 선정하였다. 최근 6개월간 급성 허

리통증을 경험한 자, 과거 목뼈의 채찍질 손상을 경험한 자, 신경정신

과적 문제가 있는 자는 본 연구의 선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

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차설계(cross-over trial)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초기 평가 후 대상자들은 두 가지 중재방법에 무작위로 배치하

였으며 각 중재에 참여한 다음 이월효과를 막기 위해 1주일이 

지난 후 재 방문하여 두 번째 중재에 참여하였다.16) 본 연구의 

중재는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숙달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1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3. 측정 방법

모든 대상자들은 각 중재의 전과 후에 앞으로 숙이기 검사, 오

금 각 검사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앞으로 숙이기 검사(forward flexion distance test)

대상자는 넙다리뒤근 유연성 측정 박스 위에 바른 자세로 선

다. 무릎관절은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최

대한 숙인다. 손가락을 쫙 편 상태로 두 팔을 최대한 내린 후 

지면과 가운데손가락과의 거리를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측정

치로 하였다.

2) 오금 각 검사(popliteal angle test)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검사 측 아래다리의 엉덩

관절과 무릎관절을 90°로 위치시킨다. 이 자세에서 넙다리뼈의 

가쪽융기에 각도기의 축을 일치시키고 대상자에게 무릎관절을 

최대한 펴도록 지시한 후 오금 각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측

정치로 하였다. 이때, 골반의 움직임과 엉덩관절의 움직임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능동 입벌리기 검사(active mouth opening)

대상자는 목뼈를 중립자세로 위치시킨 후 바로 누운 자세를 취

한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두 팔은 몸통 옆에 가지런히 놓은 

자세에서 통증이 없는 최대 범위의 능동 입벌리기시 윗니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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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for 
temporomandibular joint

Figure 2.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for 
hamstring muscle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7)

Variable Total

Gender(male/female) 10/7

Age(year) 22.35±2.84

Height(cm) 170.11±6.20

Weigh(kg) 64.52±7.89

Mean±standard deviation; *p＜.05

랫니의 정중열사이의 간격으로 하여 그 거리를 1mm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눈금자를 이용하여 최대 입벌리기 범위를 3회 측

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측정치로 하였다.

4. 중재 방법

1)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치료사는 대상자의 아래턱에 손바닥을 촉지한 후 입벌리기에 

대하여 등척성 저항을 8초간 가한다. 대상자들은 치료사 손의 

저항에 대항하여 8초간 등척성 입벌리기 운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는 근 수축이 일어나지 않게 눈을 감고 

턱관절을 8초간 이완시킨다.17) 8초간 등척성 입벌리기 운동과 

8초간 이완을 1세트로 하여 3세트를 총 48초(8초 수축 + 8초 

이완 + 8초 수축 + 8초 이완 + 8초 수축 + 8초 이완) 정도 

간 실시하였다.

2)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대상자는 침대 위에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 중재 반대 측 아

래다리에 골반과 허벅지 부위를 스트랩(strap)으로 고정시킨다. 

무릎을 폄(extension) 상태에서 대상자의 넙다리뒤근이 신장

될 때 통증을 최대로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 수동으로 엉덩관

절을 굽힘시킨다.18) 이 상태에서 넙다리뒤근이 수축할 수 있게 

무릎을 굽히면서 엉덩관절을 8초간 폄 시키며 이때, 치료사는 

저항을 가한다.19) 수축이 완료되면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8초 

동안 근 수축이 일어나지 않게 눈을 감고 이완한다. 8초간 수

축운동과 8초간 이완을 1세트로 하여 3세트를 총 48초(8초 수

축 + 8초 이완 + 8초 수축 + 8초 이완 + 8초 수축 + 8초 이

완) 정도 간 실시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ver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각 중재 

전과 후에 따른 능동 입벌리기 범위와 넙다리뒤근 유연성의 변

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

하였으며, 두 중재 별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7명(남자 10명, 여자 7명)의 

성인 남녀이며, 평균 연령은 22.35세이며, 평균 키는 

170.11cm, 평균 몸무게는 64.52kg이었다<Table 1>.

2. 사전 동질성 검정

중재 전 앞으로 숙이기 검사, 오금 각 검사 그리고 능동 입벌

리기 검사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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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forward flexion distance, popliteal angle, active mouth opening in TMJ group

Variables TI HI t p

Forward flexion distance test(cm) 2.69±7.89 2.48±8.19 -0.10 0.92

Popliteal angle test(°) 65.82±9.11 65.47±8.79 0.59 0.56

Active mouth opening(cm) 4.39±0.46 4.73±0.47 -9.11 0.37

Mean±standard deviation; *p＜.05; tempromandibular joint intervention, TI; Hamstring intervention, HI

Table 3. Comparisons of forward flexion distance, popliteal angle, active mouth opening in TMJ group

variables Pre Post t p

Forward flexion distance test(cm) 2.69±7.89 0.35±7.49 6.97 <0.01*

Popliteal angle test(°) 65.82±9.11 68.05±8.86 -4.88 <0.01*

Active mouth opening(cm) 4.39±0.46 4.73±0.47 -9.11 <0.01*

Mean±standard deviation; *p＜.05;

Table 4. Comparisons of forward flexion distance, popliteal angle, active mouth opening in Hamstring group

variables Pre Post t p

Forward flexion distance test(cm) 2.47±8.19 -0.35±7.83 8.14 <0.01*

Popliteal angle test(°) 65.47±8.79 70.82±9.22 -6.15 <0.01*

Active mouth opening(cm) 4.42 4.6 -3.46 <0.01*

Mean±standard deviation; *p＜.05;

Table 5. Comparison of pre-post changes between groups

variables TI HI t p

Forward flexion distance test(cm) 2.34±1.38 2.83±1.44 -1.02 0.31

Popliteal angle test(°) 2.23±1.89 5.35±3.59 3.17 <0.01*

Active mouth opening(c`m) 0.34±0.15 0.14±0.15 -3.88 <0.01*

Mean±standard deviation; *p＜.05; tempromandibular joint intervention, TI; Hamstring intervention, HI

3.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시 앞으로 숙이기 검사, 오

금 각 검사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3>. 

4.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시 앞으로 숙이기 검

사, 오금 각 검사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4>.

5. 그룹 간 각 검사의 변화량 비교

그룹 간 각 검사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앞으로 숙이기 검사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금 각 검사와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IV. 고 찰

본 연구는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와 넙다리뒤근 고

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후 능동 입벌리기와 앞으로 숙이기 

그리고 오금 각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17명의 건

강한 20대 성인 남녀에게 교차설계(cross-over trial)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턱관절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와 넙다리뒤근 고유수

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적용한 결과 앞으로 숙이기 검사와 오

금 각 검사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 두 군 모두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각 그룹간 변화량의 비교에서 앞으로 숙이기 

검사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오금 각 검사와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는 턱관절에 직접 중재를 적용한 그룹

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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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에서 유지 후 이

완(Hold-Relax)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많은 넙다리

뒤근 신장 기법 중에서도 유지 후 이완 기법을 사용한 넙다리

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

다.
19-21)

 Youdas 등(2010)
21)

은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

촉진 중재가 어떤 넙다리뒤근 신장 기법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골지힘줄기관과 근방추를 통해 이뤄지는 

신경생리학적인 기전으로 인해 관절가동범위가 증가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위의 신경생리학적인 기전은 전통적으로 골지

힘줄기관의 장력 수용기를 거치는 자가억제기전과 근방추를 거

치는 상호 억제기전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넙다리뒤근의 억제

가 유발된다. 뿐만 아니라 Lim 등(2014)
19)

은 고유수용성신경

근촉진 중재는 근 수축을 유발하는 반사활동을 감소시키기 위

해 신장 전에 자발적인 근 수축을 시행 하여 근 이완을 유발한

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Espejo 등(2016)
9)
의 연구에서 

능동 입벌리기의 간접적인 치료로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

근촉진 중재를 적용하였다.

턱관절의 직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턱관절 고유수용성신

경근촉진 중재를 적용한 후 앞으로 숙이기 검사와 오금 각 검

사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 범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깨물근의 근막 통증유발점에 의해 야기된 턱관절 장애의 치료

인 초음파치료와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효과에 대해 비교

한 Gray(2002)
22)

의 연구에서 턱관절에 5분간 초음파 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능동 입벌리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턱

관절에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받은 군에서는 능동 입벌

리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턱관절의 간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넙다리뒤근 고유수용

성신경근촉진 중재의 적용 후 앞으로 숙이기 검사와 오금 각 

검사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 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턱관절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를 넙다리뒤근 신장만을 적용한 

실험군 혹은 깨물근의 허혈성 압박 마사지와 넙다리뒤근 신장

을 결합하여 적용한 대조군으로 나누어 넙다리뒤근 유연성과 

능동 입벌리기 그리고 통증의 즉각적인 변화를 알아본 Espejo 

등(2016)
9)
의 연구에서 실험군 뿐만 아니라 대조군 모두에서 

능동 입벌리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처럼 원격부위의 중재를 적용하여 턱관절에 간접적인 효

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깨물근의 통증유발점

이 있다고 진단받은 성인 남녀에게 넙다리뒤근 신장 기법 적용 

후 즉각적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본 Fernández 등(2005)
23)

의 

연구에서 넙다리뒤근 근 에너지기법을 적용하였을 시 깨물근의 

통증이 줄어들며 능동 입벌리기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건강한 

성인 남, 녀에게 넙다리뒤근 신장 기법 적용 후 즉각적인 효과

에 대하여 알아본 Bretischwerdt 등(2010)
24)

의 연구에서는 

양쪽 넙다리뒤근 혹은 우세발의 넙다리뒤근에 정적 신장을 적

용하였을 시 위 등세모근과 깨물근에서 통증이 감소하였고 능

동 입벌리기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고유

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통한 넙다리뒤근의 신장과 능동 입벌

리기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턱관절과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후 

각각의 넙다리뒤근 유연성과 능동 입벌리기 변화량을 비교한 결

과 앞으로 숙이기 검사에서는 두 중재군 모두 효과는 있었지만 

서로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금 각 검사에서는 두 중재

군 모두 효과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군이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도 두 중재군 모두 효과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군이 더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넙다리뒤근 유연성에 대한 검사인 앞으로 

숙이기 검사와 오금 각 검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양쪽 모두의 턱관절에 중재를 적용한 것에 반해 한 다리의 넙다

리뒤근만 중재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능동 입벌리

기 검사를 보면 직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턱관절 고유수용성신

경근촉진 중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턱관절의 좌상-역좌

상 기법과 신경근 테크닉에 따른 능동 입벌리기의 변화에 관하

여 연구한 Jordi 등(2008)
25)

에 따르면 각각 능동 입벌리기가 

0.4cm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적용한 Gray(2002)
17)

의 연구에서는 2번째 방문에서 능

동 입벌리기가 0.28cm 증가하였고, 4번째 방문에서는 0.66cm

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넙다리뒤

근 신장기법을 적용한 Bretischwerdt 등(2010)
24)

의 연구에서

는 우세쪽 넙다리뒤근 신장기법 적용 후 능동 입벌리기가 

0.08cm 증가하였고, Espejo 등(2016)
9)
의 연구에서는 넙다리

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적용 후 0.34cm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시 

능동 입벌리기가 0.14cm 증가하였는데 반해 턱관절 고유수용

성신경근촉진 중재 시 0.34c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넙다리뒤

근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포함한 간접적인 신장중재에 

비해 직접적인 턱관절 중재 그룹에서 능동 입벌리기 증가량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턱관절과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

경근촉진 중재가 능동 입벌리기와 넙다리뒤근 유연성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턱관

절과 위 목뼈 그리고 넙다리뒤근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Natalia 등(2010)
26)

의 연구에 따르면 

위 목뼈와 턱관절 상호 간 생체역학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

고, Taylor 등(2003)
27)

은 위 목뼈의 등척성 수축 후 이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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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이 신장되어 넙다리뒤근과 같은 다른 부위에 원격치료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Cho 등

(2014)
28)

은 뒤통수밑근의 이완으로 인해 표면후방선이 이완 

되어 넙다리뒤근 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였고, 뒤

통수밑근은 머리 자세의 조정에 상당히 기여하며, 인체에서 가

장 많은 근 방추를 가지고 있는 고유수용성감각 감지기라고 하

였다. Pollard 등(1997)
29)

은 목뼈는 아래다리와 팔의 기능과 

자세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뒤통수밑근

에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적용 시 그 결과로 활성화된 

고유수용성감각 정보가 자세긴장도(posture tone)를 바꿀 수 

있으며, 이 고유수용성감각 정보는 대뇌겉질과 위둔덕, 전정핵, 

그물체 그리고 소뇌겉질을 거쳐 전정척수로, 그물척수로 그리

고 대뇌척수로를 통해 아래다리까지 도달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턱관절과 넙다리뒤근 상호 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Espejo 등(2016)
9)
이 제시한 넙다리뒤근의 고

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는 비록 턱관절의 통증이 경감되며 능

동 입벌리기가 증가된다는 등의 연구가 일부 있어왔으나 턱관

절 부위의 직접적인 치료와의 비교를 통한 간접적인 치료의 효

과 정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임상적용을 위한 근거

가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치료의 효과는 턱관절의 

통증이 극심하거나 염증, 종양 그리고 부종 등으로 인해 직접

적인 치료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용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능동 입벌리기에 대한 넙다리뒤근 고유

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의 임상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

하여 능동 입벌리기의 직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턱관절 고유

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와 간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넙다리뒤

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간접적인 중재에 해당하는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직까지는 넙다리뒤

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능동 입벌리기의 중재로 임상

에서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른 부위의 중

재를 통해 간접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

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건강한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

어서 연구결과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 바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턱관절과 넙다리뒤

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의 즉각적인 효과만을 보았기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혹은 턱관절 

장애나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중재 효

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 다리만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적용하

였지만 앞으로 두 다리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를 다룬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Bretischwerdt 등(2010)
24)

의 

연구에서는 양쪽의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시 

우세쪽의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보다 능동 입

벌리기가 1.75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양쪽의 넙다리뒤근 고유

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가 능동 입벌리기에 직접적인 중재만큼

의 효과가 있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와 관

련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녀 17명을 대상으로 턱관절 고유수

용성신경근촉진 중재와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시 앞으로 숙이기, 오금 각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

시 앞으로 숙이기, 오금 각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 유

의한 변화가 있었고,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에

서도 앞으로 숙이기, 오금 각 그리고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두 중재를 비교한 결과 앞으로 숙이기 

검사에서는 서로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오금 각 검사에

서는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군이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능동 입벌리기 검사에서는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

근촉진 중재군이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비록 능동 입벌리기에 있어서 간접적인 중

재에 해당하는 넙다리뒤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가 직접적인 중

재에 해당하는 턱관절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 중재만큼의 효과는 아니

지만 다른 부위의 중재를 통해서 간접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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