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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or not Postural Yinyang Correction of TMJ(Temporomandibular 

joint) using Standard intraoral appliance could decrease chronic low back pain. Methods :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40 

patients with TMJ disorder aged from 30 to 70 years from 124 patients who were treated in chronic low back pain at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f Korean Medicine Hospital of  Dong-Eui University from November 1st, 2015 to June 5th, 2016.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Group A and Group B. In Group A, we treated the patients with acupuncture, sweet bee 

venom treatment and FCST(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through Standard intraoral appliance from ABA(Accurate 

Balancing Appliance), Full body exercise therapy, and Upper cervical alignment balance therapy. In Group B, we treated the 

patients with acupuncture and sweet bee venom treatment.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in controlling pain, we analyzed the 

Visual analog scale(VAS). To evaluate functional change of patients, we analyzed the Oswestry low back disability 

questionnaire(ODI). Results : In both groups, VAS and ODI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VAS, the result of Group A is significantly 

more effective than that of Group B. In the ODI, the result of Group A is statistically less effective compared to that of Group B, 

but not significantly.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results, Postural Yinyang Correction of TMJ using Standard intraoral appliance 

may be effective treatment for low back pain, but the further research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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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통은 현 인에게 자주 발병하는 통증 중 하나로 요부에 나타

날 수 있는 동통증후군을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것으로1), 제 2 요추 

아래부터 천장관절 사이에서 유발되는 통증으로 정의 한다2). 요통

은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 중 한번은 겪게 되는 질환이며3) 

통증의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및 만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속기간이 6주 이하인 경우를 급성, 6주에서 12주까지를 아급성,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 경우를 만성으로 분류 한다4). 이 중 12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요통 환자는 전체 요통의 5∼7% 정도로 높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5),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척추의 과부하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6). 이는 척추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척추 주위근

의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가 나타나7) 일상생활에 있어 신체적 

기능장애와 함께 무력감,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

여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8).

또한 만성요통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80∼90%인 실정에 비해9) 이에 한 치료 효과는 크지 않다.

한의학에서는 요통 치료에 주로 침구요법, 약물요법, 전침치료 및 

추나 치료10), 약침치료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1,11-13).

최근 전신을 하나의 유기적 정체로 보아 턱관절의 자세를 조정

하는 치료법인 턱관절자세 음양교정술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용되

고 있다. 이는 기능적 뇌척주요법(Functional Cerebrospianl Therapy, 

FCST)과 같은 의미로 침구경락학설과 음양학설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적으로 응용된 치료분야로서 턱관절에 미세하고 정교한 자극

을 가하여 인체의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요법이다14).

인체에서 구조와 위치를 음, 기능을 양으로 보아 구조의 균형화

를 통해 기능이 정상화 되는 것이 음양 균형으로, 이 조절을 하는 

주요한 관절은 턱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이다15).  

턱관절의 위치변화와 자극으로 회복된 인체의 음양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 FCST에서는 음양균형장치를 만들어 착용하게 되는데16), 

이는 턱관절의 편차가 소실되는 이상적인 하악의 위치를 찾은 뒤 

음양균형의 회복을 위해 활용하는 장치이고17), 이를 표준형으로 설

계하여 최소한의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을 표준형 구강

내 장치라 한다18). 

FCST를 시행한 임상 보고로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19), 원인불명

의 보행 장애20), 경련성 사경증16), 후천성 사경증21)에 한 연구들

이 있으나 개 증례보고이며 특히, 만성요통에 FCST를 활용한 임

상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턱관절 이상이 있는 만성요통의 경우 척추의 과부하로 척추 주

위근이 약화가 되고7), 음양균형의 편차가 발생하여 척추 정렬이 어

긋나 있어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이 턱관절 자극으로 뇌와 전신 

척주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여 전신 균형이 이뤄지고 통증이 감소

한다15). 이에 저자들은 턱관절 이상이 있는 만성요통의 치료에 

ABA(Accurate Balancing Appliance)를 활용하여 FCST를 병행한 

한방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의 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의

무기록을 근거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6월 5일까지 동의

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만성요통으로 내원한 환자 

124명 중 선정 기준 및 제외기준에 부합하면서, ABA를 활용하여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을 병행한 한방치료를 시행한 환자와 한방

치료만을 시행한 환자를 선별하여 그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6월 5일까지 동의 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만성요통으로 내원한 총 124명의 환자 중 

아래의 기준에 따르고, ABA를 활용하여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을 

병행한 한방치료를 받은 A군 20명과 한방치료만 받은 B군은 20명

으로 총 40명의 환자를 상으로 분석하였다.

1) 선정 기준

(1) 연령이 만 30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2) 12주 이상 요통을 수반하고 있는 자

(3) 요통 VAS가 4 이상인 자  

(4) 턱관절 이상 테스트상 턱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총 8회 이상 치료를 받은 자

2) 제외 기준

(1) 요통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자

(2) 하지 저림 증상을 동반한 자

(3) extrusion 이상의 추간판 탈출증 환자  

(4) 하루 1시간 정도의 보행을 할 수 없는 자

(5) 하지부 관절에 질환이 있는 자

2. 치료 방법

1) 표준형 구강내 장치 착용: A군은 한방 치료와 더불어 표준형 

구강내 장치 중 ABA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ABA는 상악과 전신자세에 한 턱관절의 이상적인 균형위치를 

유도하여 턱관절 장애로 인한 전신관련 증후군에 도움을 주는 표준

형 구강내 장치로 맞춤형 경추균형장치(CBA, Cervical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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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Group A(n=20) Group B(n=20) p-value

Age(yrs) 59.9±6.02 60.1±6.99 0.339*
Sex(male/female) 20(3/17) 20(5/15) 0.429***
Onset period(month) 35.10±19.40 34.80±18.63 0.960*
VAS 6.55±0.94 6.65±1.18 0.822**
ODI 33.2±6.97 31.8±7.48 0.74*

Value represent number or Mean±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p＞0.05.
**Mann-Whitney U test, p＞0.05.
***Chi-square test, p＞0.05.

Appliance)를 신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강 

장치이다. 사이즈를 1에서 10단계까지 차별화 시켜 부분의 구강

구조에 최적화 되도록 통계 처리하여 정확성을 기울인 장치로, 척

추와 신경계로 하여금 좀 더 정확하고 이상적인 신체의 음양중심균

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였다22). ABA는 수면시

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착용시켰다.

2) 수기 요법: 수기 요법 시행 전 실시하는 경추회전제한검사법

을 통해 경추관절의 적절한 자극의 방향과 양을 결정한 뒤 수기 

요법을 시행 하였다. 고개를 30도 이상 측굴 시킨 상태에서 회전 

제한의 가동상한치 까지 끌고 가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 아탈구된 

상부 경추를 교정시킨다. 약침 및 호침 치료 전 A군에게 ABA를 

착용하게 한 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수기 요법을 시행하였다.  

3) 운동 요법: 침구경락음양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만든 턱관

절과 전신자세훈련 운동 요법을23), A군에게 하루에 1회 이상씩 시

행하도록 하였고, 운동요법 시행 시 ABA를 착용하도록 하여 턱관

절과 전신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4) 호침 치료: 일회용 stainless steel needle(0.20×30 mm, 동

방침구제작소, 한국)을 사용하여 주 2-3회, 유침 시간은 20분으로 

刺鍼하였다. 치료 혈위는 腎兪(BL23), 志室(BL52), 氣海兪(BL24), 

大腸兪(BL25) 關元兪(BL26)를 위주로 하고, 양측 하지에는 委中

(BL40), 承筋(BL56), 承山(BL57)에 刺鍼하였다.

5) 약침 치료: 한약침학회 무균실에서 조제된 Seet Bee Venom

을 호침 치료를 하기 전 1.0 ml, 29 G×1/2" Needle((주)신창메디

칼, 한국)을 이용하여 각 혈위에 0.05∼0.1 ml씩, 총 0.5 ml을 주 

2∼3회 시술하였다. 시술 부위는 腎兪(BL23), 志室(BL52), 氣海兪

(BL24), 大腸兪(BL25) 關元兪(BL26)를 위주로 주변 압통점에 시술

하였다.

3. 평가 방법

1)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요통의 평가 척

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의 객관화를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이용

되는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하였다. Visual analog scale(VAS)은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참을 수 없는 통증을 10으로 하고 통증 강도

에 따라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숫자를 환자에게 지정하게 하여 통증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초진 시, 4회 치료 후, 8회 치료 후에 환자 

스스로 표현하게 하였다.

2) Oswestry low back disability questionnaire(ODI): Oswe-

stry low back disability questionnaire(ODI)는 Fairbank 등이 요

통환자의 평가를 위해 고안한 것으로 일상생활 각각의 동작과 관련

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평가 항목으로 통증정도, 수면방해, 

자가 치료, 걷기, 앉기, 서있기, 옮기기, 성생활, 사회적인 활동, 여

행 등이 포함되어 0∼5점까지 6가지 단계로 기술하여 평가하는 방

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총 점

수는 2를 곱하고 백분율로 나타낸다1). 이번 연구에 사용된 ODI는 

Kim 등1)을 참고하여 기존의 문항을 한국인의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평가는 초진 시, 4회 치료 후, 8회 치료 

후에 총 3회로 평가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실험 결과는 SPSS 18.0 for Windows program(SPSS Co. USA)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value 0.05 미만으로 하였다.

(1) A군과 B군의 성별에 한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고, 나이 및 발병기간에 한 동질성 검사는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이용하였다.

(2) 3회의 측정에 해여 시간경과 및 군에 따른 측정지표의 변

화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apeated measure AVNOVA)을 이용하

였다. 

(3)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였고, A군과 B군

의 각 군내 치료 효과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Paired t-test를, 

따르지 않을 때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4) A군과 B군의 두 군간 치료 효과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Student’s t-test를, 따르지 않을 때는 Mann-Whitney U 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5) 결과 값은 mean±standard deviation으로 표현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징

A군의 평균연령은 59.9±6.02세, 남성 3례, 여성 17례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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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TMJ

Group A(%) Group B(%) Total(%)

TMJ space narrowing 20(100.0) 20(100.0) 40(100.0)
Pain at TMJ 3(15.0) 10(50.0) 13(32.5)
Clicking sound at TMJ 14(70.0) 10(50.0) 24(60.0)
3 Knuckles test 12(60.0) 8(40.0) 20(50.0)
Zigzag opening mouth 10(50.0) 9(45.0) 19(47.5)
3-times swallowing 5(25.5) 3(15.0) 8(20.0)

Value represent number.

Fig. 1. Average of VAS in Each Group.
P0 : Score at before treatment, P1 :
Score after the 4th treatment from
the 1st treatment, P2 : Score after 
the 8th treatment from the 1st tre-
atment. *p-value＜0.05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p-value＜0.05 
by paired t-test.

발병기간은 35.10±19.40개월, VAS의 평균은 6.55±0.94, ODI의 

평균은 33.2±1.55이었다. B군의 평균연령은 60.1±6.99세, 남성 

5례, 여성 15례로, 평균 발병기간은 34.80±18.63개월, VAS의 평

균은 6.65±1.18, ODI의 평균은 31.8±1.67이었다. 동질성 검사

에서 연령, 성별 및 발병기간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VAS와 ODI에서도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ABA 사이즈 분포는 4호는 여성이 2례, 5호는 남성이 1례, 여성

이 9례, 6호는 남성이 2례, 여성이 6례였다.

2. 각 군의 턱관절 상태

총 40례 중 A군과 B군의 모든 환자에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최  개구 및 함구 시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관찰 되었

고, 턱관절 통증은 A군에서 3례, B군에서 4례, 관절잡음은 A군에서 

14례, B군에서 10례, 3 Knuckles test에서는 A군에서 12례, B군에

서 10례, 개구 시 지그재그 편위는 A군에서 10례, B군에서 9례, 

3회 연속 침 삼키기의 어려움은 A군에서 5례, B군에서 6례로 턱관

절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례가 많았다(Table 2).

3. 각 군내의 치료 기간별 VAS의 비교

각 군의 치료 구간별 VAS의 평균은  Fig. 1과 같다. 초진에서 

4회 치료 후까지(P01), 4회 치료 후부터 8회 치료 후까지(P12), 초

진에서 8회 치료 후까지(P02)로 나누어 검정하였다.

1) A군: A군의 각 치료 구간별 VAS 개선의 유의성 확인을 위한 

검정에서 P01, P12, P02의 p-value가 각각 0.000(Z=−4.038), 

0.000(Z=−3.982), 0.000(Z=−3.083)로 A군의 시기별 VAS에서

는 유의한 호전이 나타났다.

2) B군: B군의 각 치료 구간별 VAS 개선의 유의성 확인을 위한 

검정에서 P01, P12, P02의 p-value가 0.000(t=10.501), 0.000 

(t=8.102), 0.000(t=13.156)으로 B군의 시기별 VAS에서도 유의한 

호전이 나타났다(Fig. 1).

4. 두 군간의 치료 기간별 VAS의 호전도 비교

두 군간의 시기에 따른 VAS의 호전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183, p=0.010). 

치료 기간별 VAS 변화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P01에서 A군이 

1.50±0.51, B군이 1.15±0.49로 A군의 평균이 약간 높았고,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37). P12에서 A군이 1.80±0.77, B군이 

1.35±0.75로 A군의 평균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7). P02에서 A군이 3.30±0.80, B군이 2.50±0.82로 A군

의 평균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Fig. 2).

5. 각 군내의 치료 기간별 ODI 비교

각 군의 기간별 ODI 평균은 Fig. 3과 같다. 치료 기간을 초진에

서 4회  후치료까지(P01), 4회 치료 후에서 8회 치료 후까지(P12), 

초진에서 8회 치료 후까지(P02)로 나누어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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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improve-
ment of VAS between Group A and B.
P01 : Period from the 1st treatment
to the 4th treatment, P12 : Period 
from the 4th treatment to the 8th 
treatment, P02 : Period from the 1st
treatment to the 8th treatment. 
*p-value＜0.05 by Student’s t-test.
**p-value＜0.05 by Mann-Whitney 
U test.

Fig. 3. Average ODI in Each Group.
P0 : Score at before treatment, P1 :
Score after the 4th treatment from
the 1st treatment, P2 : Score after 
the 8th treatment from the 1st tre-
atment. *p-value＜0.05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p-value＜0.05 by
paired t-test.

1) A군: A군의 각 치료 구간별 ODI 개선의 유의성을 보기 위한 

검정에서 P01, P12, P02의 p-value가 각각 0.000(Z=−4.027), 

0.000(Z=−3.976), 0.000(Z=−3.961)로 A군의 시기별 ODI에서

는 유의한 호전이 나타났다.

2) B군: B군의 각 치료 구간별 ODI 개선의 유의성을 확인 위한 

검정에서 P01, P12, P02의 p-value가 0.000(t=10.100), 0.000 

(t=10.722), 0.000(t=13.784)으로 B군의 시기별 ODI에서도 유의

한 호전이 나타났다(Fig. 3).

6. 두 군간의 치료 기간별 ODI 호전도 비교

두 군간의 시기에 따른 ODI의 호전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330, p=0.047).

치료 기간별 ODI 변화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P01에서 A군이 

4.10±1.51, B군이 3.10±1.37로 실험군의 평균이 약간 높았고,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315). P12에서도 A군이 4.30±1.98, B군이 

2.90±1.21로 A군의 평균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439). P02에서 A군이 8.40±2.56, B군이 6.00±1.94로 역시 A

군의 평균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82) (Fig. 4).

고    찰

인체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그리고 5개의 요추와 천추 

및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다24). 이 중 요추는 체중을 지지하면서 긴

장과 압박을 가장 많이 받으며 운동 범위가 넓어 다른 척추 부위보

다 손상 및 변성을 많이 받는 척추이다25). 이러한 요추의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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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Improvemet of
ODI between Group A and B.
P01 : Period from the 1st treatment
to the 4th treatment, P12 : Period 
from the 4th treatment to the 8th 
treatment, P02 : Period from the 1st
treatment to the 4th treatment. 
*p-value＜0.05 by Student’s t-test.
**p-value＜0.05 by Mann-Whitney 
U test.

전체 인구의 75% 정도는 한 번씩은 경험해보는 흔한 질환이다.

요통은 근골격계의 병변, 척추의 병변에 의한 요통 외에도 심인

성 요통,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요통 등 다양

하며, 시기로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누어진다.

척추를 안정시키는 역할은 부분 척추 주위근들이 담당하고 있

는데26), 이 근들이 손상을 받거나 지속적인 과용에 의해 근력이 약

화되면 기능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작은 손상에도 쉽게 반응하여 

척추의 과부하가 걸려 결국 만성요통을 초래하게 된다6).

만성요통은 척추 주위근의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와 유연성의 

감소 등의 신체적 이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이 감

소하게 되어 체간근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치료가 급

성요통에 비해 어렵다7). 급성요통의 경우 부분 2개월 이내에 회

복되는 것에 비해 만성화된 요통의 경우 지속되는 신체기능 장애뿐

만 아니라 무력감,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도 병발하게 되어 더욱 

치료가 어렵다.

한의학에서는 요통의 원인으로는 ｢素問․脈要精微論｣27)에 “腰脊

腎之府, 轉搖不能 腎臟憊矣 兩腎任於腰內 故腰爲腎之外府”라 하여 

腎虛로 발생한다고 하였고, ｢東醫寶鑑｣28)에서도 각종 요통의 원인

을 분류하였다.

최근 임상에서 턱관절자극을 통하여 전신 조절을 하는 요법인 

턱관절 자세 음양균형술, 즉 기능적 뇌척주요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턱관절의 중심균형은 물론 환추와 축추를 비롯한 경추 및 전

신 척주를 정상 위치로 균형 회복 시켜 전신 음양균형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기법이다16).

음양 균형이란 구조와 위치를 음, 기능을 양으로 보아 구조의 

균형화를 통해 기능이 정상화 되는 것으로, 인체의 음양 균형이 회

복되면 전신 균형이 이뤄지고 신체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치료와 건강증진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15).

음양 균형의 조절을 하는 주요한 관절이 턱관절이며, 턱관절에

는 9개의 뇌신경이 분지하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12경맥과 기경 

팔맥이 모여드는 곳으로 뇌와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뇌와 척주 기

능 조절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21).

턱관절은 인체의 음양불균형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턱관절 자체

의 4가지(수평, 상하, 좌우, 전후) 불균형과 척추자세의 3가지 요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의 변화 등 총 7가지 측면이 평가기준이고, 

이는 근력검사, 경추회전제한검사, 측경부근긴장검사 등을 활용하

여 확인할 수 있다29). 이는 음양의 偏盛偏衰가 있을 때 주로 관찰되

며, 이러한 검사를 통해 음양균형을 회복시키는 적절한 자극의 방

향과 양을 결정하여 수기요법으로 턱관절을 정교하게 조절한다15).

턱관절 장애로 인해 음양균형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상부 경추 

중 특히 축추의 아탈구가 발생하여 척추 정렬이 어긋나 전신 척추

신경근육 및 경락체계가 깨어지게 되고30), 후두하근이 긴장되어 경

막과 뇌척수액(CSF)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31).

Lovett32)은 척추사이의 연관성을 척추 커플링이라 하여 C1은 

L5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C2는 L4와, C3는 L3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표현하였고, 이를 로벳 반응계라고 한다. 즉, 

상부 경추의 아탈구가 발생하면 하부 요추의 정렬이 깨어져 요통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부 경추가 정렬이 되면 하부 요추도 정렬되고 

척추가 바르게 되어 음양균형의 평형을 이루어 통증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턱관절의 다차원적 음양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상부 경추

인 환추와 축추를 정상적으로 정렬시키고33) 뇌간 신경세포에 직접 

자극을 하여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인체경락과 신경근

육골격계통은 조절되어 전신 균형이 이뤄지고 신체기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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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자들은 인체의 척추는 서로 상호반응하며 로벳 반응계의 

원리에 따라 경추와 요추는 함께 반응하고, 턱관절의 교정으로 상

부 경추가 정렬이 되면 전신 척추신경근육 및 경락체계가 개선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이 턱관절 이상이 

있는 만성요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6월 5일까지 동의 학

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만성요통 환자를 상으로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이 턱관절 이상이 있는 만성요통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후향적 차트 리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한방치

료와 ABA를 활용하여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을 병행한 A군과 한

방치료만 실시한 B군의 VAS와 ODI를 조사하였다.

통증의 일차원적 측정방법인 VAS의 기간별 변화를 확인했을 때 

A군과 B군에서 모두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다. 두 군간의 VAS 호전

도 차이는 모든 기간에서 A군의 평균이 B군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초진에서 4회 치료 후까지, 초진에서 8회 치료 후까지의 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7, 0.005). 다만 4회 치료 후에서 8회 

치료 후까지의 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p=0.057). 

일상생활의 기능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별 ODI를 확인 했을 

때, A군 및 B군은 모든 기간에 걸쳐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다. 두 

군간의 ODI의 호전도는 모든 기간에서 실험군의 평균은 높았으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15, 0.439, 0.182).

A군과 B군 모두 VAS의 감소와 ODI상 호전이 있었지만, VAS 

호전도의 경우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ODI의 경우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VAS의 경우 두 군간의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턱관절 이상이 있는 만성

요통에 호침과 약침 시술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군

에 비해 A군의 VAS 호전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ODI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호전도가 다소 높았으며, 두 군간의 시간에 따른 VAS와 

ODI 호전도 모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아  표준형 구강내 균형

장치를 활용하여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을 한방치료에 병행하는 

것이 통증 개선에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은 수기 요법을 시행한 직후 통증의 정

도가 시행 전보다 현저히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A군의 경우 공

통적으로 수기 요법 직후 요통이 많이 감소하거나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며 더불어 목과 어깨도 편안하다 하였다. 턱관절 자세 교정

으로 아탈구된 척추가 정렬이 되고 보상작용에 의해 무너졌던 전신 

척추구조가 정상 균형구조로 회복이 되어34) 수기요법 시행 직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시간 동안의 구

강내 장치 착용은 턱관절의 위치조절을 통해 이뤄진 인체음양균형

을 오래 동안 유지하게 해주고, 운동 요법을 병행하면 전신자세가 

교정되며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가 내원하는 만성요통 환자들 중 다수가 관련 시

술 및 수술을 받았거나, 양방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선정기준에 제외되어 40례로 표본 상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사전에 실험 설계가 이루어진 전향적 연구가 아닌 의무기록에 의거

한 후향적 연구로 한방치료를 배제하여 비교하지 못하여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이 턱관절 이상이 있는 만성요통 증상 완화에 미치

는 영향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또한 총 8회

의 치료 후까지만 관찰하여 최종적인 회복정도와 예후 등을 파악하

기 힘들었던 점 역시 한계였다.

연구 상 설정에서 직업이나 생활환경의 동질성 등의 체계적인 

계획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치료 설계 및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턱관절 이상이 있는 만성요

통 환자군과 턱관절 이상이 없는 환자군간의 상관관계에 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6월 

5일까지 동의 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만성요통 

환자 124명 중 턱관절 이상이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한방치료와 

ABA를 활용하여 턱관절 자세 음양교정술을 병행한 20례와 한방치

료만을 시행한 20례로 총 40례의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VAS 점수 상 A군과 B군은 모든 기간에서 유의한 호전이 나타

났다.

2. VAS 점수 상 초진에서 4회 치료 후까지, 초진에서 8회 치료 

후까지의 기간에서는 A군이 B군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도가 높았

다. 다만 4회 치료 후부터 8회 치료 후까지는 A군이 B군보다 호전

도가 약간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두 군간의 시간에 따

른 호전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3. ODI 점수 상 A군 및 B군은 모든 기간에서 유의한 호전이 

나타났다.

4. ODI 점수 상 모든 치료기간에서 A군이 B군보다 ODI 호전도

가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두 군간의 시간에 따른 호전

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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