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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측두하악관절 수술 후 관절 운동프로그램이 

기능회복에 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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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 Therapeutic Exercise Program on the Functional 
Recovery Following Temporomandibular Join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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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Gyu-wan, B.H.Sc., R.P.T. 

Dept. of Physical Therapy, Youngdong Severance Hospital 

Jung Nak-su, M.P.H., R.P.T. 
Dept. of Physical Therapy, Singu Junior Colleg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the effect of therapeutic exercise and to 
offer an approach to the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following surgery. In this research, 42 patients with 
TMJ surgery were assigned one of two groups. The experimenta1 group inc1uded 21 
patients who performed therapeutic exercise, and the control group inc1uded 21 patients 
who did not perform therapeutic exercise. Conservative therapy such as an ice pack, a 
hot pack, and pulsed ultrasound was applied to both groups. Treatment was applied 
twice a day during the admission period and, after discharge, everyday for six weeks. 
Visual ana10gue sca1e (V AS) , incisa1 biting force, and joint ROM were measured before 
surgery and at 30 days after surge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V AS (p<0.05), 
mouth opening (p<O.01), latera1 excursion to unaffected side (p<0.05), and protrusion 
(p<0.05) between experimenta1 group and control group showed statistica11y significant 
differences. Incisa1 biting force and lateral excursion to affected side between 
experimenta1 group and control group showed no statistica11y significant difference. 

Key Words: Temporomandibular joint dysfunction: Postoperative management: 
Physical therapy: Therapeutic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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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론 고 직업적 병리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 

한 빨리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상황에 맞는 치 

측두하악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료를 시행하여야 한다(Bertolucci， 1992). 측두 

disability)는 임상 치료사들이 접하게 되는 가 하악관절 장애는 통증의 발생원인에 따라 근육 

장 일반적인 만성 구강안면 통증증후군으로 적 의 통증인지， 악관절 내장증인지， 혹은 측두하악 

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게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되면 신체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쳐 봄의 전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방법이 결정된 

반적 인 자세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 t:HDe Leeuw 등， 1994; Dworkin과 LeResche, 

에서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Dworkin 1992; McNeil 둥， 1990; Okeson, 1989). 물리 

등， 1990). 측두하악관절 장애는 측두하악관절 치료， 구강운동， 그리고 도수치료 등 보존적인 

및 주변 조직들， 그리고 저작근에서 통증이 나타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여도 증상이 호전되지 

나는 질환으로 하악골 관절가동범위의 제한， 탈 않을 때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관절의 유연성 

구， 그리고 하악골이 움직이는 동안 측두하악관 을 높이고 움직임 기능을 최대한으로 회복하기 

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 등이 임상적인 특정이다. 위해서 수술 후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 

또한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고 저작근 

에서 압통이 나타나며， 비정상적인 동적 혹은 정 

적 교합관계가 측두하악관절 장애와 연관되어서 

발생 한다( 김 영 복， 1994; Dworkin 동， 1990). 

C따lsson(1984)과 De Kanter 등(1993)은 전 

인구의 75%이상이 측두하악관절 장애에서 보여 

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25%는 측두하악관절 

장애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자가증상을 호소하 

고 있으며， 이중 5-26%는 수술이나 물리치료 

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 

대단히 증요하다(Kuwahara 등， 1994). Austin 

과 Shupe(1993), Bertolucci 등(1989) ， Braun 

(1987) , 그리 고 McCarty와 D따nell (1993)은 측 

두하악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가 기능회복에 중 

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Kuwahara 등 

(1994)은 수술 후 관절운동을 포함한 물리 치 료 

는 관절디스크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 

하다고 하였다. Waide 등(1992)은 관절 통증의 

악화를 방지하고 관절의 위치감각을 촉진시켜줄 

수 있도록 치료적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다. 일반적으로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Feine 등(1997)은 수동운동과 스트레치를 통한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관절운동이 관절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거 의 없지 만(Osterweis 등， 1980), 최 근에 관섬 

이 고조되고 있는 측두하악관절 장애에서는 더 

욱 그러 하다(Dworkin， 1990). Rugh와 Solberg 

(1985)는 측두하악관절 장애로 인한 통증이 요 

통과 두통보다는 많지 않지 만 복통， 흉통과는 비 

슷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측두하악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 

의 질은 매우 저조하므로 심리적， 사회적， 그리 

하였다. Kraus(1994)는 수술 후 관절운동을 통 

해 관절의 고유감각계를 재훈련시킬 수 있으며 

신경근 협응을 촉진시켜 관절의 기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Dao 등(1994)은 

관절운동이 통증을 악화시키고 관절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Hargreaves9} Wardle(1983)과 

Lehmann (1982)은 측두하악관절에 이상이 있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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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술 후 관리방법으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관절 내장증으로 진단 받은 후 영동세브란스병 

가 추천되고 있으나 이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원 구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환자 42명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두하악관절의 기능장애를 최소화시키고 관 

절의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술 후 측두하 2. 연구방법 

악관절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악관 

율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관절의 기능 절 내장증으로 진단 받아 수술을 받은 후 물리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측두하악 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실험군 21명과 대조군 21 

관절의 물리치료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미흡한 명으로 나누었다. 실험군은 수술부위의 상태에 

관계로 치료절차와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 따라 얼음찜질， 열쩡질， 초음파치료， 그리고 운 

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며 치료방법과 치료기준 동치료를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수술부위의 상태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사설이다. 그러므로 에 따라 얼음찜질， 열찜질， 초음파치료를 시행하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치료의 효과에 대 였다. 환자들은 입원 후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에 대한 기초적이고 수술 후 4일 동안은 수술 부위의 부종을 감소시 

기본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매 키기 위하여 얼음찜질을 하루에 20분씩 5회 실 

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측두하악관 시하였다. 수술 후 5일부터는 하루 1회씩 열찜 

절 수술 후 운동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질을 20분간 시행하였으며 2:1 맥동초음파를 

않은 군의 검사상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치료 0.8 W/cm2 의 강도로 5분 동안 시행하였다. 운 

적 운동이 수술 후 기능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측두하악관절 장애를 지닌 

환자틀의 재활치료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세부 목적을 가 

지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동치료는 Beπolucci (1992)와 Waide 등(1992) 

이 추천하고 있는 운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 

으며， 수술 경과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와 2단계는 4가지 운동으로， 3단 

계는 5가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3가지 

1.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관절과 관절 주변의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치료는 하루 2회 

통증의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알아본다. 씩 시행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5분씩 총 운동 

2.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악력의 변화를 대조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퇴원 후에 

군과 비교하여 알아본다. 

3.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관절의 움직임 변화 

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알아본다. 

ll.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는 6주 동안 매일 1회씩 외래를 방문하여 열 

찜질과 맥동초음파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가 

정운동치 료 프로그램을 제공히여 하루 2회씩 시행 

토록하였다. 

3. 연구도구 

환자가 느끼는 통증정도는 VAS (Visual 
이 연구는 1999년 1월부터 동년 7월까지 악 Analogue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두 

- 96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6권 제3호 

KAUTPT Vo l. 6 No. 3 1999. 

하악관절의 악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Pinch 하였다. 

Gaugell를 사용하였으며， 측두하악관절의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0.1 rnm 캘리퍼 5. 분석방법 

스2)를 사용하였다. 통증정도， 악력， 개구 범위， 좌 • 우측 편위 범 

위， 그리고 전출범위의 수술 전과 후의 변화가 

4. 측정방법 실험군과 통제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통증정도는 Cole 등(1994)이 제시하고 있는 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된 t 검정Ondependent 

VAS을 사용하였다. 이는 100 rnm 길이 의 직 선 t-test)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결과분석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선의 왼쪽 끝은 통증이 은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없는 상태， 오른쪽 끝은 최대 통증 상태로 정의 유의수준은 Q 는 0.05로 하였다. 

하였다. 그런 후 환자 스스로가 현재 측두하악관 

절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11. 연구컬과 

직접 선 위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왼쪽 끝 부분 

에서부터 표시된 지점까지의 간격을 측정하여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측정값으로 통증정도를 나타내었다. 측두하 이 연구를 위하여 시행한 물리치료 방법에 따 

악관절의 악력은 Sinn 등(1됐)이 사용한 방법에 라 실험대상자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 

따라 상 • 하 전치 사이의 악력을 0.1 kg까지 측 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21명으로 구성하 

정하였다. 측두하악관절의 관절가동범위는 Kraus 였다. 나이별 분포는 실험군에서 20세 이하가 8 

(1994)의 방법에 따라 측정되었다. 개구(mouth 명， 20-30세가 7명， 그리고 30세 이상이 6명이 

opening) 범위는 위 • 아래 치아의 정중열 사이 었으며， 대조군에서는 20세 이하가 5명， 20-30 

의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환측 • 건측 펀위Oater떠 세가 9명， 그리고 30셰 이상이 7명이었다. 성별 

excursion) 범위는 위 • 아래 치아의 정중열의 분포는 실험군에서 남자가 4명， 여자가 17명이 

환측， 건측 편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출 었으며， 대조군에서는 남자가 3명， 18명이었다. 

(protrusion) 범위는 위 치아의 하단부와 아래 이환 부위의 분포는 실험군에서 우측이 9명， 좌 

치아의 상단부 사이의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 측이 12명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우측이 12명， 

두하악관절의 관절가동범위는 환자 스스로가 능 좌측이 9명이었다. 이환 기간은 실험군에서 1년 

동적으로 시행하여 얻어지는 범위를 기준으로 이하가 4명， 1-3년이 12명， 그리고 3년 이상은 

하였으며 0.1 rnm까지 측정하였다. 측정은 수술 5명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1년 이하가 10명， 

1 일 전 그리고 수술 후 42일에， 총 2회씩 실시하 1-3년이 9명， 그리고 3년 이상이 2명이었다 

였다. 모든 측정은 한 명의 치료사가 직접 시행 (표 1). 

1) D . 704608 PAT, Preston 
2) Dial-15, Ta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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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실험군 대조군 총계 

나이 20세 이하 8 5 13 

20-30세 7 9 16 

30세 이상 6 7 13 

성별 남 4 3 7 

여 17 18 35 

이환 부위 ~~수 9 12 21 

좌측 12 9 21 

이환 기간 1년 이하 4 10 14 

1-3년 12 9 21 

3년 이상 5 2 7 

2. 연구대상자의 질혐전 측정값 비교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측정값들을 t-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 

조군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표 2). 

개구 범위 

편위 범위 환측 

실험군 

7.00 ::1:1.70" 

3.28 ::1: 2.65 

2.40 ::1: 0.71 

0.30 ::1: 0.17 

0.30 ::1: 0.16 

0.20 ::1: 0.15 

(단위: cm, kg) 

대조군 t 값 

6.76 ::1:1.70 0.45 

3.70 ::1: 3.16 -0.22 

2.33 ::1: 0.94 0.48 

0.27 ::1: 0.18 0.51 

0.27 ::1: 0.21 0.61 

0.25 ::1: 0.23 -0.79 

표 2.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값 비교 

구분 

VAS* 

악력 

-
즉
 

건
 

전출 범위 

'v AS: visual an머ogue scale 

**평균±표준편차 

- 98 -



한국전운물리치료학회지 제6권 제3호 

KAUTPT Vol. 6 No. 3 1999. 

3. 통중정도， 악력， 그라고 관철웅직임 

범위의 변화 벼교 

실험 전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값 차이 

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VAS 

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01). 환 

측으로의 편위 범위는 실험군이 0.19 :1: 0.12, 대 

조군이 0.14 :1: 0.08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건측으로의 편위 범위 

는 실험군이 5.48 :1: 1.47, 대조군이 3.81 :1: 2.52로 는 실험군이 0.34 :1: 0.27, 대조군이 0.20 :1: 0.1 1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악력은 실험군이 3.31 :1: 1.39, 대조군 (p<0.05). 전출범위는 실험군이 0.26 :1: 0.11 , 대 

이 2.50 :1: 1.60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 조군이 0.16 :1: 0.1 2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개구 범위는 실험군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O.Ou. 

1.12 :1: 0.91 , 대조군이 0.27 :1: 0.19로 실험군과 대 

표 3. 통증정도와 관절움직임 범위의 변화 비교 

구분 실험군의 측정값 차이 

VAS T 

악 력 

개구 범위 

편위 범위 환측 

건측 

전출 범위 

T V AS: visual analogue scale 
f 평균±표준편차 

• p<0.05, "p<O.Ol 

5.48::!:: 1.47 T 

3.31::!:: 1.39 

1.12:1: 0.91 

0.19::!::0.12 

0.34 :1: 0.27 

0.26 :1: 0.11 

(단위: cm, kg) 

대조군의 측정값 차이 t 값 

3.81 :1: 2.52 2.62' 

2.50::!:: 1.60 1.77 

0.27 :1: 0.19 4.20" 

0.14 :1: 0.08 1.49 

0.20::!::0.11 2.12 

0.16 :1: 0.12 2.96** 

N. 고찰 하악관절 장애는 교통사고와 같은 직접적 외상， 

자세이상과 좋지 않은 습관과 같은 간접적 외상， 

측두하악관절 장애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하 교합장애와 부정교합과 같은 해부학적 요인， 전 

여 초래되는 질환으로 이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신질환에 의하여 유발되는 병리 • 생리학적 요 
상태， 즉 근골격계를 포함하고 있는 근막통증증 인， 그리고 심리상태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요 

후군， 추간원판이 이탈되어 있는 악관절 내장증， 인으로 인해 발생되지만(Parker， 1앉X); Suvinen 

그리고 뼈 혹은 연골의 염증성 변화로 초래되는 등， 1997)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관절염으로 구체화된다(Garganta， 1994). 측두 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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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원인을 설명할 때 직접 절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동치료를 

적인 원인이라는 용어보다는 기여 요인이라는 통해 관절 내 압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용어를 사용한다. Suvinen 등(1997)은 측두하 중재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 연 

악관절 장애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구에서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든 관절 

보다는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움직임 범위가 Fricton과 Shiffman(1987)이 제 

보고하고 있다.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주된 증상 시한 정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는 체계 

은 두통， 안변통， 저작근에서의 압통， 입을 열고 적인 물리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치료기간 

닫는 것이 힘들어짐， 관절움직임 시 소음 발생， 이 다소 짧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귀에서 명왕거리는 소리 등이다(Garganta， 1994). 지속적으로 치료가 시 행된다면 충분히 정상범 

대부분꾀 증상들은 주로 젊은 환자들에게서 많 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ustin 

이 발생하며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비교적 과 Shupe(1993)와 Kuw하lara 등(1994)은 수술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난다(Nilner， 후 전문치료사에 게 치료를 받은 집단이 치료를 

1981; Nilner와 Lassing, 1981). Dworkin 둥 받지 않은 집단보다 최대 개구 범위가 유의하게 

(1990)과 Rugh와 Solberg(l985)는 측두하악관 높았다고 하였으며 Braun(1987)도 수술 후 물 

절 장애가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여자 환자들보다 개구 범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 

가 남자보다 5배 가량 많았다. 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운동치료를 시행한 

측두하악관절 수술 후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개구 범위가 유의하게 높 

자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 았는데 이는 운동치료를 포함한 체계적인 물리 

다(Austin과 Shupe, 1993; Braun, 1987; 치료가 개구 범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이 된 

McCaπy와 D따nell， 1993). 대부분 연구들에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측으로의 편위 범위는 설 

는 최대 개구 범위와 정적인 상태에서의 편위 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범위만을 가지고 연구하였다(Kuw삶lara 등， 건측으로의 편위 범위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199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보 높았다. 또한 전출 범위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다 부합될 수 있도록 환자가 느끼는 통증정도，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Sinn 등(1996)은 관절 

악력， 그리고 하악골의 움직임 범위를 함께 분석 수술 후 편위 범위와 전출범위에서 유의한 차이 

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관절의 움직임에 있어 가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건측 

서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으로의 편위 범위와 전출 범위에서 유의한 증가 

들을 측정， 분석함으로써 측두하악관절의 기능 를 보였다. Austin과 Shupe(1993)는 펀위 범위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Sinn 동(1996) 가 체계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이 물리 

은 수술 후 최대 악력이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보다 정상 범위에 

증가를 보여 거의 정상범위에 도달하였다고 하 도달된 환자가 많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체계적 

였다. 이 연구에서도 실험 전 · 후 악력의 변화 인 물리치료가 관절 주변 연부조직의 치유와 정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실험군과 대조군 사 상기능의 회복에 도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수술 후 관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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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으나， 비 

수술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며 관절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 

을 때 수술을 시 행 한다(Waide 등， 1992). 

Bertolucci(1992)는 측두하악관절 장애가 급성 

적으로 발생한 경우 7-10일 가량 보존적 치료 

를 시 행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 만성장애 

였고 그런 후 점차 스트레치 운동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치료적 운동은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수 

동적으로 시행되는 것보다는 환자 스스로가 참 

여해서 능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 수술 후 관절의 안정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 

기 때문에 능동적 운동이 보다 안전하게 시 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모든 치료적 

의 경우 6-8주 가량 치료를 시행하여도 증상의 운동을 환자가 스스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호전이 없을 때， 그리고 이차적으로 심한 유착이 Bertolucci(1992)는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관절 

생겼을 때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 운동이 관절의 움직임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술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억제하는 관절 디스크 아니라 고유감각계를 촉진시키고 악력을 증진시 

와 관절 결절 사이의 기계적인 제한을 없애기 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물리치료를 

위하여 사용된다(Waide 둥， 1992). 수술 후에는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 후 관절의 병리적이고 생 

관절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 리적인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그 상태에 

가 필요하다(Kuw삶1ara 등， 1994). 의식을 하지 따라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야 한 

않더라도 하악골이 상하 • 좌우가 대칭적으로 움 다. 물리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종 

직이도록 하악골의 움직임에 대한 신경근 조절 을 감소시키며 염증을 억제하고 움직임 범위를 

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목의 앞쪽 근육들로 인해 유지하여 정상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이다 

서 하악골에 스트레스가 주어지지 않도록 주변 (W.떠de 둥， 1992), 이러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 

근육들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여 여러 보존적인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 스트레스는 인체의 역학적 상태를 빈약하게 특히 수술 후 관절의 상태에 맞게 고안된 구강 

하는 잠정적인 위험요소이므로 스트레스를 적절 운동이 관절의 기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히 관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있다.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치열교정 혹은 관절 수술 후 관절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치아가 단단히 맞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착용하는 구강 내 보조장구를 가능하면 빨리 펠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측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ertolucci， 1992), 두하악관절의 경우 수술적 인 방법에 대해 많이 

이 연구에서는 수술 후 관절의 상태가 안정화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한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될 때까지 1단계 치료적 운동으로 환자의 빈약 대한 적절한 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았다. 이 때 

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자세교정 운동을 실시 문에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치료에 대한 연구가 

하였다， Waide 등(1992)은 수술 후 관절의 유 대단히 미흡하며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식 

착을 방지하고 움직임 범위를 완전하게 유지할 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Austin과 Shupe 

수 있도록 관절 상태에 맞게 고안된 운동을 시 (1993)는 최소한 1년 동안은 보든 요소들을 계 

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속적으로 평가한 후 비교하여야 한다고 하였지 

관절의 상태를 고려하여 등척성 운동을 시행하 만 이 연구에서는 6주 동안 치료받은 환자들을 

- 101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6권 제3호 

KAUTPT Vol. 6 No. 3 1999.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운동치료와 물 

리치료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명백히 

고 스트레스가 날로 증가되는 현실 때문에 측두 

하악관절 장애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매 

제시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따른다. 주기적으로 우 많아지고 있으므로 측두하악관절에 대한 관 

평가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하여야 리방법과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 

하지만 우리 나라 의료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측두하악관절과 

때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시행한 후 추적관찰 관계된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병원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 

에서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어떠한 합병증이 발 므로 적절한 관리방법과 물리치료에 대한 많은 

생하는지， 병원에서 시행되었던 치료들이 가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수술 후 관 

에서도 연계되어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리를 위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 

지， 또는 이러한 것들이 두 집단간에 어떤 양상 킬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들 

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백히 알 수는 

없지만 환자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최대 

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차후에 보 

완하여 계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의 치료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자들의 기능회복 등의 

임상적인 변화를 충분히 알아보는 연구가 향후 

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v. 컬폰 

이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수술 후 관절 

운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물리치료가 통증정도， 

관절의 옴직임 범위 등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측 

두하악관절에 운동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이 시행 

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개구 범위， 편위 범위， 그 

리고 전출 범위에서 더 많은 향상이 있었으며 

또한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에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수술 후 관절의 관리방법 

에 있어서 치료적 운동을 포함한 체계적인 물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관절의 기능을 충분히 회 

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삶의 여유가 줄어들 

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리치료 

의 역할을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 

명해주는 많은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측두하악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 

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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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축두하악관철 수술 후 운동치료 프로그램 

1. 수술 후 4일 까지 의 운동 

1) 자채 바로 하기 

(1)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다. 
(2)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팔을 곧게 뻗어 위로 올려준다. 

(3) 손을 들은 채로 머리， 어깨， 팔을 

움직 이 지 않고 2-3초간 유지 한다. 

(4) 숨을 내쉬면서 팔을 천천허 내린다. 

(5) 이 운동을 10회 실시하며 한시간에 

한 차례씩 시행한다. 

2) 측두하악관절에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자세 
: 턱과 얼굴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치아의 뒤쪽 입천 

장에 혀의 앞 끝을 살짝 대고 있는다(“N" 발음할 때의 혀 위치). 

- 위 치아에 바짝 붙이지 않는다. 

- 코를 통해 호흡을 한다. 

- 식사할 때 혹은 말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한다. 

- 이완된 자세에서의 운동 

: 이 자세륜 유지하면서 입을 조금씩 벌려준다. 

3) 목에 혐주기 

(l) 손가락 각지를 낀 후 목뒤를 잡는다. 

(2) 손으로 부드럽 게 앞으로 밀어주면서 목 
에 힘을 준 후 5초간 머문다(목 뒤쪽의 

끈육이 약간 스트레치 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3) 이 운동을 다섯 번씩 하루에 5회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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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움직이지 않고 목에 힘주기 
(1)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목에 힘을 준다. 

(2) 손가락으로 이 마를 압박하여 약간의 저 

항을 주며 이때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힘을 준다. 

(3) 약 10초간 유지 한 후 2-3초간 이 완한다. 

(4) 손을 바꾸어 가면서 번갈아서 머리의 

왼쪽， 오른쪽， 뒷부분에도 저항을 주면 

서 목운동을 반복해서 시행한다. 

2. 수술 후 7일까지의 운동 

1) 야래쪽으로 힘 주기 

(1) 업을 약간 별린다. 

(2) 손가락을 턱 아래쪽에 위치시킨다. 
(3) 손가락을 위로 살짝 벌어주며 이때 턱 

에 힘을 주어 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 10초간 유지 하며 이 운동을 하루에 다 

섯 번씩 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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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옆쪽으로 힘 주기 
(1) 입을 약간 별린다. 

(2) 손가락을 턱 옆쪽에 위 치 시 킨다. 

(3) 손가락을 옆으로 살짝 밀어주며 이때 

턱에 힘을 주어 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 10초간 유지 하며 이 운동을 하루에 다 

섯 번씩 5회 실시한다. 

3) 앞쪽으로 힘 주기 
(1) 입을 약간 별린다. 

(2) 손가락을 턱 앞쪽에 위 치 시 킨다. 
(3) 손가락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며 이때 

턱에 힘을 주어 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 10초간 유지하며 이 운동을 하루에 다 

섯 번씩 5회 실시한다. 

4) 작은 물건 물가 
(1) 입을 약간 벌린다. 

(2) 작은 물건을 입으로 살짝 문다. 
(3) 약간 힘을 주어 문다. 

(4) 5초간 머물며 이 운동을 다섯 번씩 하 

루에 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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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후 7일 이 후의 운동 

1) 아래쪽 스트레지 

(1) 가능한 입을 많이 벌린다. 

(2) 손가락으로 아래 치아를 잡아 
입을 최대한 별려준다. 

(3) 5초간 머 물며 이 운동을 

다섯 번씩 하루에 5회 실시 한다. 

2) 옆쪽 스트례치 

(1) 천천히 턱을 옆으로 움직인다. 

(2)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턱을 

옆으로 밀면서 조금씩 스트레치시킨다. 

(3) 5초간 머 물며 이 운동을 

다섯 번썩 하루에 5회 실시한다. 

3) 손가락으로 엽 별려 주기 

(l) 가능한 입을 많이 별려 준다. 

(2) 손가락을 이용하여 위 치아와 아래 치 
아를 약간 멀어 준다. 

(3) 5초간 머 물며 이 운동을 

다섯 번썩 하루에 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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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건 물가 

(1) 입을 약간 별린다. 

(2) 수건을 앓게 접어 입으로 살짝 문다. 
(3) 약간 힘을 주어 문다. 

(4) 10초간 머 플며 이 운동을 10회 실시 한다. 

(5) 10회 실시 후 수건의 두께를 다소 증가 

시 켜 다시 수건을 물어 10초간 유지한다. 

(6) 이러한 과정을 2-3회 반복하며 

이를 하루에 3회 이상 실시한다. 

5) 둥근 막대를 물고 턱을 옆으로 움직여주기 

(1) 입을 살짝 별린다. 

(2) 둥끈 막대를 입에 문다. 

(3) 둥근 막대를 입에 물고 입을 양옆으로 

천천히 10회 가량 움직여준다. 

(4) 이 운동을 하루에 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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