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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a disease-specific exercise (DSE) on tempor-

omandibular joint (TMJ) function and neck mobility in TMJ dysfunction associated with ankylosing spon-

dylitis (AS). Ten AS patients (seven males and three females) with TMJ dysfunction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DSE included exercises to correct head and neck posture and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the neck and TMJs. The patients attended treatment three times a week for 4 weeks, averaging 1 hour

each session. Assessments were performed pretreatment, posttreatment, and 6 weeks after the completion

of treatment. General physical status was assessed by four clinical measures (tragus-to-wall distance,

modified Schober test, lumbar side flexion, and intermalleolar distance), the Bath ankylosing spondylitis

function index (BASFI), and the Bath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 activity index. The main outcome

measures included TMJ function (craniomandibular index (CMI)), and neck mobility (flexion, extension,

rotation, and lateral rotation). None of the measures of general physical status, with the exception of

BASFI,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pretreatment, posttreatment, and 6-week follow-up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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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CMI and all neck movements, except for extension,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treatment

(p<.05). These improvements were maintain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The DSE used in the present

study seems to be a clinically useful method for managing patients with symptoms from the stomatog-

nathic system in AS. Further studies with more subjects and longer treatment times, including the fol-

low-up period, will be conducted to validate these findings.

Key Words: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specific exercise; Temporomandibular joint dysfunction;

Therapeutic exercise.

Ⅰ. 서론

강직성척추염은 축성 골격계(axial skeleton)와 관절들

에서 발생되는 진행성 염증질환으로 관련된 구조들의 움

직임의 제한과 강직증이 초래된다(Dachowski 등, 1990).

말초관절의 이환율은 환자의 10〜30％ 가량으로 불규칙

적인 형태로 나타난다(Crum과 Loiselle, 1971). 강직성척

추염이 진행됨에 따라 측두하악관절(temporomandibular

joint)과 저작근들(masticatory muscles)을 포함한 구강

악 계통(stomatognathic system)에서도 통증 및 불편감

이 나타날 수 있다(Davidson 등, 1975). 일반적으로 측두

하악관절 부위에서의 불편감은 관절 염증의 급성 단계에

서 뿐만 아니라 질환의 진행과정에 따라 만성 단계에서

도 나타날 수 있다(Tegelberg와 Kopp, 1988).

강직성척추염에서 구강악 계통에 대한 이환율은 진단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전의 연구들은 4∼30％로 보고하고 있다(Maes와

Dihlmann, 1968; Wenneberg 등, 1990). Crum과

Loiselle(1971)은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측두

하악관절장애가 질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세불량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라 하였다.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전두 자세(forward head posture)와 흉부 후만곡이

나타나며 요추만곡이 없어지고 어깨대가 전출(protracted

scapular girdles)된다(Fernández-de-las-Peñas 등, 2002).

전두 자세에서는 머리의 중력중심이 척추부 체중부하 축

(weight-bearing axis)의 앞쪽으로 위치되기 때문에 목

뒤부분에 위치한 근육, 인대 및 관절들에 대한 염좌가 초

래된다(Parker, 1990).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치료는 약물치료, 교합장치

(occlusal splints), 물리치료, 자세훈련, 도수교정 그리

고 수술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ohler와 Zarb,

1999). 또한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빈번히 적용된다(Nicolakis

등, 2002). Wright 등(2000)은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치료

에 있어서 두경부의 자세 교정과 흉부 신장운동의 효과

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신장운동과 관절가동범위 운동

이 통증 감소, 근경축 완화, 그리고 관절의 운동성 증진

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srael과 Syrop,

1997; Stucki과 Kroeling, 2000). 본 연구에서 시행된 특

수 운동치료(disease-specific exercise) 프로그램은 이

전의 연구들의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구성되었다.

측두하악관절장애가 강직성척추염의 만성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지만 류마티스

병변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치료의 효과를 평

가한 연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강직성척추염 환자

들의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운동치료의 효과를 명확

히 결론내리기는 어렵다(Tegelberg과 Kopp, 1996). 측

두하악관절의 통증과 불편감은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일

상적인 활동을 제한시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Voog 등, 2003). 그러나 현재 적절한 치료

프로토콜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직성척추염에

서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강직성척추염 환자에 있어서 측두하악관절 기능과

경부의 움직임에 특별히 고안된 운동치료가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강직성척추염

환자 10명(남자 7명과 여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두하악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

이 있고 구강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턱을 움직일 때

통증과 불편감이 증가되는 환자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측두하악관절 주변에 외상 혹은 수술 병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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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성별 나이(세) 이환기간(개월) 이환부위 약물치료

1 남 35 5 우측 Sulphasalazine 2000 ㎎

2 여 32 47 우측 Cerecoxib 200 ㎎

3 여 25 4 좌측
Sulphasalazine 500 ㎎/day

Zaltoprofen 80 ㎎/day

4 남 26 12 우측 Sulphasalazine 500 ㎎/day

5 남 66 1 좌측 Sulphasalazine 1000 ㎎/day

6 남 39 33 좌측 Sulphasalazine 500 ㎎/day

7 남 45 48 좌측 Acetaminophen 650 ㎎/day

8 남 33 17 좌측 Sulphasalazine 500 ㎎/day

9 여 28 36 좌측 약물치료 하지 않음

10 남 44 12 우측 Cerecoxib 200 ㎎/day

평균±표준편차 37.5±12.4 25.4±19.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거나 두경부에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연구

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

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ons-steroidal anti-in-

flammatory drugs; NSAIDs) 혹은 항류마티스 조절제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DMARDs)를

복용하고 있었고, 연구기간 동안에는 약물 복용량을 변화

시키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설명되어져 있다. 본 연구의 절차, 치료의

이점 및 위험성,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

해 한양대학교의료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

든 환자들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2. 평가방법

모든 측정은 치료 전, 치료 후, 그리고 치료 종료 후

6주에 시행되었다.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신체상태

연구대상자들의 치료 전후 일반적인 신체상태는

Bath 강직성척추염 지수들(Bath ankylosing spondylitis

indices)을 이용하여 비교되었다. Bath 강직성척추염 지

수에는 Bath 강직성척추염 계측지수(Bath ankylosing

spondylitis metrology index)(Jenkinson 등, 1994),

Bath 강직성척추염 기능지수(Bath ankylosing spondy-

litis function index)(Calin 등, 1994), 그리고 Bath 강직

성척추염 질환활동지수(Bath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 activity index)(Garret 등, 1994)가 포함되었다.

Bath 강직성척추염 계측지수는 강직성척추염 환자들

의 척추, 골반부 및 고관절 연부조직들의 상태를 평가

하는 도구로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Abbott 등, 1994). Bath 강직성척추염 계측지수에는 이

주와 벽 사이의 거리(tragus-to-wall distance), 수정된

Schober 검사(modified Schober test), 요추부 측방굴곡

(lumbar side flexion), 복사골간 거리(intermalleolar

distance), 그리고 경부 회전(cervical rotation)이 포함

된다. 본 연구에서는 Bath 강직성척추염 계측지수의 다

섯 측정 항목 중 경부 회전 항목을 제외한 네 가지 측

정을 사용하였다. Bath 강직성척추염 기능지수는 강직

성척추염 환자들이 일상 활동들을 수행하는 기능적 능

력과 관계된 10개 항목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Calin 등, 1994), Bath 강직성척추염 질환활동지수는

피로감, 통증, 압통 그리고 아침 경직도(morning stiff-

ness)와 관계된 6개 항목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Bath 강직성척추염 기능지수와 Bath 강직성척추염 질

환활동지수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능적 제한

과 불편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치료 전

일반적인 신체상태는 표 2에 설명되어 있다.

나. 두개하악지수(Craniomandibular Index)

측두하악관절의 기능은 두개하악지수(craniomandibular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Fricton과 Schiffman,

1987). 두개하악지수는 기능장애지수(dysfunction index)

와 압통지수(palpation index)로 이루어져 있다. 기능장애

지수는 측두하악관절의 기능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사용되며, 압통지수는 구강 내외의 근육들과 경부 근

육들의 압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전체 두

개하악지수의 점수는 기능장애지수와 압통지수의 점수들

을 합한 후 2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1호

PTK Vol. 15 No. 1 2008

- 64 -

연구대상자

임상적 측정 Bath

강직성척추염

기능지수 점수

Bath

강직성척추염

질환활동지수 점수

이주와 벽사이의

거리(㎝)

요추부 측방

굴곡(㎝)

수정된 Schober

검사(㎝)

복사골간

거리(㎝)

1 13.30 6.31 1.51 58.01 31.30 68.20

2 12.03 11.23 3.70 73.11 69.70 74.00

3 9.71 19.85 5.24 107.20 .70 3.70

4 17.32 20.22 4.27 101.22 13.50 35.60

5 25.65 4.33 2.02 62.30 46.50 44.60

6 15.91 6.61 2.41 70.93 62.40 33.10

7 19.30 4.93 .82 62.38 56.80 69.80

8 14.21 13.77 4.59 146.41 3.40 54.20

9 10.05 18.65 4.26 111.20 50.50 43.00

10 14.30 4.88 2.30 71.34 56.00 50.40

평균±표준편차 15.93±4.95 10.90±6.48 3.07±1.59 85.20±30.76 35.54±27.28 47.90±23.75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치료 전 일반적인 신체상태

다. 경부의 움직임2)

경부의 움직임은 Palmer와 Epler(1998)에 의해 설명

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줄자
1)
를 이용하

였으며,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시행되었

다. 측정시 어깨대, 흉추부 및 요추부의 보상작용을 방

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의자의 바닥부분을 잡도록 하

였으며, 대상자의 두경부를 해부학적인 자세로 위치시

킨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모든 경부 움직임에 대한 측

정은 각각 3회씩 시행하였으며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3. 특수 운동치료(Disease-Specific Exercise)

특수 운동치료는 측두하악관절과 두경부의 자세 및

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일련의 운동 프로

그램으로, Wright 등(2000)에 의해 추천된 운동들을 근

거로 하여 두경부의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과 경부 및

측두하악관절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운동들로 구성되

었다. 특수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4주 동안 일주일에 3회씩 평균

1시간 가량 치료에 참여하였다. 치료 첫 날에 연구대상

자들에게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자세교정

과 씹기 및 먹기와 같은 적절한 구강 습관들에 대해 교

육하였다. 모든 운동들은 능동적으로 시행되었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비모수 통계검

정(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치료 전, 치료 후, 그리고 치료 종료 후 6주에 측정된

측정값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Friedman 검정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하

였으며, 측정 시기별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는

Portney와 Watkins(2000)의 방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신체상태

치료 전, 치료 후 그리고 치료종료 후 6주에 측정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신체상태에 대한 중간값

(median),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s), 그리고

통계 결과는 표 4에 설명되어 있다. Bath 강직성척추염

기능지수의 점수는 세 측정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다른 변수들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치료 후 측정된 Bath 강

직성척추염 기능지수 점수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유의

하게 감소되었다(p>.05).

2. 두개하악지수 및 경부 운동성

치료 전, 치료 후 그리고 치료종료 후 6주에 측정된

연구대상자의 두개하악지수와 경부 운동성에 대한 중간

값, 사분위 범위, 그리고 통계 결과는 표 5에 설명되어

있다. 기능장애지수, 압통지수 및 전체 두개하악지수 점

수는 세 측정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기능장애지수, 압통지수 및 전체 두개하악지수

1) Tape measure, Hoechstmass,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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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방법

① 턱주름 운동(chin tuck exercise)

턱주름 운동은 바로 누운 자세(supine)와 벽에 기대고 선 자세에서 시행한다. 환자는 턱을 목쪽으로 끌

어당겨 흉골 절흔(sternal notch) 위부분에 놓여지도록 하며, 환자의 귀가 어깨 끝부분과 일직선이 되도

록 유지한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행할 때는 턱 주름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며 이를 10회 반복한다.

벽에 기대고 선 자세에서 시행할 때에는 턱주름 자세를 5분 동안 유지하며 이를 2회 반복한다.

② 흉부 신장 운동(chest stretching)

흉부신장 운동은 벽에 기대고 선 자세에서 시행한다. 팔꿈치를 편 상태로 호흡과 함께 양 팔을 몸에서부

터 45도 가량 외전시킨다. 치료사는 환자가 등을 곧게 펴서 벽에 붙일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턱주름

자세를 취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며 이를 10회 반복한다.

③ 경부와 측두하악관절의 유연성 운동

경부의 유연성 운동에는 굴곡, 신전, 외측 굴곡, 회전 움직임이 포함되며, 측두하악관절의 유연성 운동에

는 개구(mouth opening), 외측 편위(lateral excursion), 전출(protrusion)이 포함된다. 유연성 운동은 능동

적으로 수행되며 움직임 범위의 끝부분에서 10초 동안 유지한다. 이 동작들을 각각 10회 반복하고 이를

2회 시행한다.

표 3. 특수 운동치료(Disease-Specific Exercise)

임상적 측정들
치료 전 치료 후 치료종료 후 6주

χ² p
중간값(사분위 범위)

이주와 벽 사이의 거리(㎝) 14.26(11.54〜17.82) 14.15(10.00〜17.70) 14.34(10.72〜17.23) 4.42 .11

요추부 측방굴곡(㎝) 8.92(4.92〜18.95) 8.74(5.07〜18.84) 8.88(4.96〜18.93) 2.21 .33

수정된 Schober 검사(㎝) 3.06(1.89〜4.35) 3.40(2.00〜4.72) 3.51(2.04〜4.72) 2.51 .29

복사골간 거리(㎝) 72.23(62.36〜108.20) 74.70(62.90〜108.88) 71.35(62.08〜102.73) 2.51 .29

Bath 강직성척추염 기능지수 48.50(10.98〜58.20) 44.60(12.03〜52.30)* 39.95(15.43〜52.95) 6.21 .04

Bath 강직성척추염 질환활동지수 47.50(34.98〜68.60) 45.50(38.08〜66.45) 45.75(37.60〜63.95) 1.80 .41

*p<.05(치료 전 측정값과의 비교).

표 4. 치료 전, 치료 후 그리고 치료종료 후 6주에 측정된 일반적인 신체상태 관련 변수들의 차이 비교(χ²: Friedman 검정)

점수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더 높았으며, 이는 치료

종료 후 6주에서도 유지되었다(p<.05).

신전을 제외한 모든 경부 운동성에서 세 측정간에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굴곡과 좌측

측방굴곡은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p<.05). 우측 회전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및 치료종료 후 6주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

었으나(p<.05), 치료 후 향상된 정도는 치료종료 후 6주

에 유지되지 않고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5). 좌측 회

전과 우측 측방굴곡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및 치료종료

후 6주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Ⅳ. 고찰

본 연구는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강직성척추염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특별히 고안된 운동의 효과

를 연구하는 것이다.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치료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자세를 유

지하는 것이다(Gonzalez와 Manns, 1996). 대부분의 강

직성척추염 환자들은 심부굴근의 약화와 후경부 근육들

의 약화로 인하여 전두 자세가 유발되어 저작근들에 문

제를 야기하게 된다(Fernández de las Peñas 등, 2006;

Parker, 1990). 그러므로 측두하악관절장애는 경추부와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de

Wijer 등, 1996). 본 연구에서 시행된 특수 운동치료 프

로그램은 이전의 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두경부

의 자세와 안정성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들과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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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치료 전 치료 후 치료종료 후 6주

χ² p
중간값(사분위 범위)

두개하악지수

기능장애지수 .40(.37〜.50) .23(.18〜.38)* .27(.22〜.33)* 16.70 .00

압통지수 .41(.36〜.47) .22(.16〜.28)* .28(.16〜.29)* 15.85 .00

전체 두개하악지수 .42(.39〜.46) .23(.20〜.28)* .28(.20〜.32)* 15.85 .00

경부의 움직임

굴곡 7.25(3.05〜9.03) 6.10(3.03〜8.45)* 6.35(3.18〜8.83) 8.60 .02

신전 15.18(12.78〜17.38) 16.37(13.33〜18.85) 16.44(13.08〜19.10) 6.00 .05

우측 회전 20.25(14.15〜22.45) 18.50(12.90〜21.80)* 19.60(13.50〜22.08)** 16.20 .00

좌측 회전 20.00(13.38〜22.08) 16.65(10.80〜21.30)* 16.95(12.25〜21.60)* 15.37 .00

우측 측방굴곡 16.50(12.83〜19.95) 16.30(11.95〜19.75)* 15.10(12.43〜19.73)* 12.67 .00

좌측 측방굴곡 17.25(13.00〜19.55) 16.00(11.68〜18.65)* 16.10(12.30〜19.25) 10.46 .01

*p<.05(치료 전 측정값과의 비교).

**p<.05(치료 후 측정값과의 비교).

표 5. 치료 전, 치료 후 그리고 치료종료 후 6주에 측정된 두개하악지수와 경부 움직임 범위의 차이 비교(χ²: Friedman 검정)

운동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Bath 강직성척추염 질환활동지수 점수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치료 후 다소 감

소하였다. Bath 강직성척추염 질환활동지수 점수의 감

소는 치료 후 교정된 자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Bath

강직성척추염 질환활동지수는 피로감, 통증 및 아침 경

직도와 관계된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Garret 등, 1994). 본 연구에서 시행된 특수 운동치료가

두경부 움직임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전신적인 증상과 관련된 Bath 강직성척추염 질환

활동지수의 점수를 유의하게 향상시키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와 벽 사이의 거리는 두경부의 자

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지는 않

았지만 치료 후 이주와 벽 사이의 거리가 다소 감소되

었다. 그러나 이는 치료종료 후 6주까지 유지되지 못하

고 오히려 치료전보다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시행된 특수 운동치료가 두경부의 자세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Bath 강직성척추염 기능지수의 점수는 치료 후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Bath 강직성척추염 기능지수에 포

함되어 있는 자세 문항 점수의 향상과 관계있을 것이다.

치료 후 경부의 운동성은 신전을 제외한 모든 부분

에서 향상되었는데, 향상된 경부의 운동성은 측두하악

관절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측두하악관절의 기능은 두개하악지수를 사용하여 측정

되었다. 두개하악지수는 측두하악관절과 저작근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측정 항목들이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고, 평가 방법이

간단하며, 쉽게 점수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ricton과 Schiffman, 1987). 두개하악지수의 모든 점

수들은 치료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p<.05), 이는 치료 종료 후 6주까지도 유지되었다. 일

반인에서 두개하악지수의 평균 점수는 .13로 보고되고

있다(Schiffman 등, 1990). 본 연구에서 치료 후 두개하

악지수 점수는 치료 전(중간값, .42; 사분위 범위, .39

∼.46)보다 치료 후(중간값, .23; 사분위 범위, .20∼.28)

에 일반인의 점수에 더 근접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직성척추염에서 측두하악관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드물다(Tegelberg와 Kopp, 1996).

그러나 근육의 문제와 관련된 측두하악관절 부위에서의

압통의 빈도는 일반인보다도 더욱 높으며, 이와 더불어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위험성은 질환의 중증도와 비례하

여 증가된다(Wenneberg와 Kopp, 1982). 측두하악관절

장애에서 연부조직과 관계된 문제들은 두개하악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압통지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압통지수는 치료 후 기능장애지수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치료종료 후 6주에는 기능장애지수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Israel과 Syrop(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

들의 측두하악관절장애가 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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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근육들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의미한다.

Tegelberg와 Kopp(1996)은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환

자들에 대한 3년 동안의 추적관찰 연구에서 3주 치료

후 나타났던 단기간의 효과가 장기간의 추적관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임상적인 증상들이

치료 전 수준으로 다시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 4주 치료 후 측두하악관절의 기능과 경부 운동성

이 향상되긴 하였지만 6주 추적관찰 후에는 향상된 정

도가 비교적 잘 유지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측두하악관

절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

동의 빈도 및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교

육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 적은 대상자는 많은 문

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강직성척추염이 희귀질

환이고 이와 더불어 측두하악관절장애와 같은 중복장애

를 가진 환자가 드물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를 많이 확

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향후에는 대상자를 많이

포함시키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추적관찰기간

을 포함하여 장기간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시행되어

야 본 연구에서 시행된 특수 운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강직성척추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염증성 병변으

로 만성 단계에서는 측두하악관절장애가 신체적 증상

중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은 운동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만 통증, 경직도 혹은 피로감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특수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두경부의 자세 교정과 측두

하악관절의 유연성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상적

으로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측두

하악과절장애의 증상들을 치료/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행된 특수 운동치료 프로그

램은 환자 스스로가 참여하기가 쉽고 안전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가정운동 프로그램으로 적절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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