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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경증은 신체증상 명칭이며 진단명이 아니다. 국소성 근육

긴장이상의 일종으로 국소성 근육긴장이상  가장 흔한 형태인 

특발성 경련성 근육긴장이상(idiopathic cervical dystonia)은, 불

수의  반복 인 혹은 지속 인 목 근육 수축으로 인한 두부 자

세이상과 두부 운동조  장애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략 10만 

명 당 9명이 이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턱  음양균형 치료는 턱  자세의 음양균형을 매개로 

신 경락체계의 음양균형을 분석하고 치료한다는 개념의 근

법으로, 기능 뇌척주요법(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에서는 음양균형장치라는 구강내 장치를 이용해 턱  

음양균형 자세를 조 하며 그 이론  배경과 치료개념,
2)

 실제 치

료사례로서 사경증에서 삽화 인 양호한 증례
3)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 그 구체 인 치료기 은 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후향성 임상기록 검토 연구로서, 원발성 경추부 

근육긴장이상 환자에서 침구경락 음양론에 입각하여 구강내 장

치를 이용하는 턱  치료를 시행할 때 그 이론  치료기 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는 상부경추의 정렬 변화를 상의학 으로 

찰해 보고자 하 다. 동일 시 에서 구강내 장치(음양균형장

치)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상태 각각의 경추부 산화 단

층촬 (CT)이나 단순방사선촬 (X-ray) 소견을 처치군과 조군

으로 할당해 비교하고 아울러 임상증상 변화를 검토한 결과 유

의한 소견을 확인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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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법

1. 상

    본 연구는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25일까지 경추

부 근육긴장이상을 주소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턱  음

양균형 치료를 포함하는 치료법에 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치료를 진행했던 환자로서, (1) 외래치료시 구강내 장치가 보조

으로 활용되었고 (2) 상의학  검사시 구강내 장치 착용에 

따른 경추부 정렬 변화를 확인하기 해 동일 시 에서 구강내 

장치 착용상태 촬 과 비착용상태 산화 단층촬 (CT)과 X선 

검사를 실시한 9례가 연구 상이었다. 구강내 장치 착용 혹은 

비착용시 촬 을 실시한 시간간격은 보통 5-6분이었으며 10분을 

넘지 않았다.

    일반 으로 통원하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지

기능, 의사소통,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있는 환자  치료와 검사

에 동의하여 치료가 진행된 증례가 분석 상에 포함되었고, 외상

성 사경증 등 2차성 사경증은 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치료나 검

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분

석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평가 지표

    찰하는 주요 평가지표는 경추, 특히 상부경추의 정렬 여

부이며, 산화 단층촬  결과의 특성상 회 변 를 주요 찰

지표로 했다. 앙와 에서 고개가 립 에서 바닥에 닿게 워 

자연스럽게 직상방을 응시하는 자세에서 실시한 산화 단층촬

상 확인할 수 있는 C1과 C2의 회 각도를 Patijn 등의 방법에 

따라 측정했다
5).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상부경추 정렬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C1의 회 각도 a, C2의 회 각도 b라 하고 구강내 장치 비

착용시 측정치를 a1과 b1, 구강내 장치 착용시의 측정치를 a2와 

b2라 하면 상부경추 정렬의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회  각도가 0에서 멀어지면 부정렬이 심해지는 것이며, 변

화량은 음의 값을 가지면 정렬이 호 되는 변화, 양의 값을 가지 

면 부정렬이 악화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1) C1과 C2 사이 회 : a1-b1, a2-b2

 2) C1과 C2 사이 회 의 변화량: |a2-b2|-|a1-b1|

 3) 구강내 장치 착용에 따른 C1 회 의 변화량: |a2|-|a1|

 4) 구강내 장치 착용에 따른 C2 회 의 변화량: |b2|-|b1|

    보조 찰지표는 경추부 만 각도로서 C1-C7의 경추부 

만의 반  변화를 Cobb-Webb technique으로 각도를 측정했

고, 주  호소증상의 변화를 0-10 범 의 시각 상사척도로 기

록했다. 0은 불편한 증상이 없는 상태, 10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불편한 상태를 말한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기술통계를 통해 정렬 요인과 임상증상의 증감변

화 양상을 요약해 제시하고, 동일 상자에서 구강내 장치 착용

에 따른 변화를 찰하기 해 유의수  0.05에서 응표본 비모

수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든 통계는 SPSS 12.0 for windows

Ⓡ 통계패키지를 활용해 계산했다.

결    과

1. 상 증례의 일반특성

    연구 상이 된 상증례는 총 9례로, 남녀비는 7:2, 연령 

39.7±12.0세 다(mean±S.D, 이하동일). 유병기간은 4.6±3.8년이

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ses 

No (%)

Gender
Male 7 (78)

Female 2 (22)

Duration of 
symptoms

- 2 years 3 (27.3)

2-4 years 2 (18.2)

4-6 years 0 (0)

6-8 years 2 (18.2)

8-10 years 1 (9.1)

10-12 years 1 (9.1)

Outpatient care
Period (months)* 2.4±2.5 (0.2-8.10)

Times of visit* 52.1±70.4 (4-229)

*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range).

2. C1C2 사이 회 의 변화 양상

    경추정렬의 구강내 장치 착용시 변화에 한 찰로서 C1과 

C2 사이의 회 각도의 변화값을 살펴보았다. 변화값의 증감 분

포는 75%에서 구강내장치 착용시 부정렬 감소 경향이 있었으며, 

구강내 장치 착용시 C1과 C2 사이 회 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Table 2). 

Table 2. Immediate changes of rotational malalignment of C1 

vertebra over C2 vertebra on computed tomograph image on 

wearing the intraoral device for the yinyang balanc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posture.

 Change of C1C2 
rotation 

No (%)

Degrees of rotation of C1 over C2 
(mean±SD)

Without device With device Change

Decreased 6 (75.0) 14.17±5.38 9.67±4.13 -4.50±3.21*

No change 1 (12.5) 3 3 0

Increased 1 (12.5) 3 11 8

Total 8 (100) 11.38±6.89 9.00±4.27 -2.38±5.24

*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 There was a missing data in one case.

3. C1 회 의 변화 양상

    경추정렬의 구강내 장치 착용시 변화에 한 찰로서 C1의 

회  정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변화값의 증감 분포는 

77.8%에서 구강내장치 착용시 부정렬 감소 경향이 있었으며, 각

도변화는 구강내 장치 착용시 C1의 회 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Table 3, Fig. 1).

4. C2 회  부정렬의 변화 양상

    경추정렬의 구강내 장치 착용시 변화에 한 찰로서 C2의 

회  정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변화값의 증감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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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에서 구강내장치 착용시 부정렬 감소 경향이 있었으며, 각도

변화는 구강내 장치 착용시 C2의 회 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체 증례에서의 평균도 C2의 회 이 유의하게 감소했다(Table 4).

Table 3. Immediate changes of rotational malalignment of C1 

vertebra on computed tomograph image on wearing the intraoral 

device for the yinyang balanc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posture.

 Change of C1 
rotation 

 No (%)
Degrees of rotation of C1 (mean±SD)

Without device With device Change

Decreased 7 (77.8) 13.29±16.40 10.57±16.94 -2.71±1.38*

No change 1 (11.1) 6 6 0

Increased 1 (11.1) 1 11 10

Total 9 (100) 11.11±14.90 10.11±14.75 -1.00±4.39

*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A. Without the device            B. Wearing the device
Fig. 1. Representative CT image of improved C1 rotation on wearing 

the intraoral device for the yinyang balanc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posture.

Table 4. Immediate changes of rotational malalignment of C2 vertebra 

on computed tomograph image on wearing the intraoral device for 

the yinyang balanc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posture.

 Change of C2 
rotation 

 No (%)
Degrees of rotation of C2 (mean±SD)

Without device With device Change

Decreased 6 (75.0) 8.17±4.17 5.50±4.37 -2.67±1.75*

No change 2 (25.0) 18.50±21.92 18.50±21.92 0

Increased 0 (0)

  Total 8 (100) 10.75±10.20 8.75±10.89 -2.00±1.93*

*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 There was a missing data in one case.

5. 경추 만의 변화 양상

    경추 만의 반  변화양상에 한 찰로서 측정한 

C1-C7의 만곡 각도는 구강내 장치 착용시 경추 만의 증감분포

는 어든 군과 늘어난 군의 비율이 25%와 75% 고, 경추 만

이 큰 경우는 구강내 장치를 착용했을 때 어들고 경추 만이 

작은 경우는 구강내 장치를 착용했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

다(Table 5). 

Table 5. Immediate changes of cervical lordosis on simple 

roentgenograph on wearing the intraoral device for the yinyang 

balanc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posture.

 Change of 
lordosis

 No (%)
Degrees of cervical lordosis (mean±SD)

Without device† With device Change

Decreased 2 (25.0) 55.00±19.80 49.00±22.63 -6.00±2.83

No change 0 (0)

Increased 6 (75.0) 30.50±14.58 35.83±14.23 5.33±4.27*

Total 8 (100) 36.63±18.35 39.13±15.97 2.50±6.46

*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 There was a missing data in one case.

6. 주  증상의 변화 양상

    주  증상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 0-10 범 의 시각  상

사척도로 불편을 호소하는 증상을 기록한 결과 경추부 근육긴장

이상, 경항강직·통증, 척추측만증, 턱  잡음, 만성피로 등의 

증상이 있었고 진시에 비해 마지막 진료시 주  증상이 감

소하는 경향이 있었다(Table 6).

Table 6. Subjective symptom rating of cervical dystonia cases on 

visual analogue scale 0 to 10 where 0 represents no discomfort and 

10 represents unbearable discomfort.

 Subjective symptoms  No (%)
Severity on visual analogue scale 0 to 10 

(mean±SD)

At the initial visit At final visit

Cervical dystonia** 8 10.0±0.0 6.8±1.6*

Cervicodynia-tension 5 9.6±0.9 5.2±3.0*

Scoliosis 3 9.3±1.2 4.3±0.6

Noise of TMJ 2 10.0±0.0 2.5±3.5

Chronic fatique 2 8.0±1.4 2.5±0.7

Insomnia 1 4 1

Shoulder pain 1 5 4

Headache 1 8 3

Pain of TMJ 1 5 2

*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 There was a missing data in one case.

고    찰

    근육긴장이상은 지속  근육수축이 있는 증후군으로, 종종 

비틀림이나 반복 인 움직임, 비정상  자세 등을 래한다고 알

려져 있다. 근육활동 수의조 능력의 추성 비마비성 상실이라

고 할 수 있다.5) 경추부 근육긴장이상은 측방굴곡, 신 , 비틀림 

등 불수의  비정상  머리 움직임을 보이며 종종 통증이 동반

되기도 하는 장애로, 항근군 동시수축·무 한 근육으로의 신호

유출 상이며 이것은 상호억제기  결핍 혹은 운동피질의 탈억

제로 인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6) 보통 1개월에서 18년의 경

과를 가진 이후 증상이 그 정도 수 에서 안정되고, 해율은 

1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경추부 근육긴장이상은 경추부 근육긴장이상은 뇌내 원인이 

명확히 밝 지지 않고 있으며 Botulinum toxin,
8)

 수술,
9)

 인지행

동 치료,
10) 심부뇌(기 핵) 자극술,11) 진동자극12) 등의 치료가 시

도되고 있으나 병리기 에 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에 한 조

로서 가장 보편 으로 시도되는 Botulinum toxin의 경우 유효 

기간이 증상의 심각도, 약물용량, 보조요법 사용여부에 계없이 

평균 15.5주 정도로, 반복 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8)

 재 가장 일반 인 치료법의 하나인 Botulinum toxin 치

료법의 경우 표면 인 증상만을 잠정 으로 억제시키는 치료법

으로, 지나치게 긴장도가 상승된 일부 근육군에 해 근육-신경

간 신호 달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을 차단함으로써 근육수축을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찰한 자세의 경락음양 

균형치료 즉 턱  음양균형 치료에서는 턱  과두의 상

인 치를 조 함으로써 의학 으로는 근육 련 고유감각 

신경계통의 변화를 통해 연쇄회로를 이루고 있는 뇌내 신호처리

기 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락학 으로는 인체의 음양부  즉 좌

우·상하· 후를 유주하며 상 인 균형을 유지하는 기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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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계통의 음양균형에 변화를 유도하는 자극을 통해 인체의 자생

인 균형유지 기 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에서 강제 으로 표

면증상을 일시 으로 억제시키려는 Botulinum toxin 치료법과 

뚜렷이 차이가 있는 근법이라 할 수 있다.

    경추부 근육긴장이상은 목의 고유감각 신호처리과정이 잘못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12)

 고유감각 신호를 처리

하는 기능에 비해 정기능 이상과의 깊은 련성이 보고되고 

있다.13)
 한 경추부 근육긴장이상에서는 “sensory trick”이라는 

상 즉 각이나 고유감각자극을 가하면 근육경련이 어드는 

상이 많게는 70%의 환자들에서 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
 이러한 에 비추어 보면 추신경계로의 구심성 감각신호

를 조 함으로써 추신경계 내부에서의 기능을 조 하여 경추

부 근육긴장이상을 개선하는 치료방식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증례보고를 보면 제1번경추와 제2번경추 즉 환추와 축추 

사이의 부정렬 즉 아탈구나 고정 등이 사경증과 련될 가능성

이 있다. 환축추 의 아탈구나 제한, 고정 등 비정상 인 움직

임은 사경증의 표 인 원인  하나이다.
15) 외상성 아탈구16)와 

같이 명백한 경우 외에 외상이나 감염증 이후의 사경증의 경우

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환추와 축추의 정상  움직임이 안되는 

것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17) 

    턱 은 측두골과 하악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양측성 

로, 주변 작근에 의해 움직임이 조 되고 있다. 근래에 침구

경락 음양론에 기반한 FCST가 제창된 것을 비롯하여,
18) 턱  

조 을 통한 통증완화 효과 등
19) 

침구경락 음양론이 발 으로 

응용된 치료분야로서 연구되고 있고, 턱  조 에 의한 경추부 

정렬 개선이 치료기 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2) 표 인 치료

법의 하나인 FCST는 인체 자세의 음양 불균형을 턱  자체에 

한 4가지 불균형과 척추자세의 3가지 요소의 변화 등 총 7가지 

측면을 통해 평가하고, 음양균형장치라는 구강내장치를 착용하

여 턱 에서 하악골 과두의 상  치를 조 하는 자극을 

으로써 신 음양균형을 효과 으로 조 하는 비약물요법 즉 

일종의 생리  자극요법이다. 그 개념,2) 사례,3) 외에 실제 진찰법

과 치료과정에 한 상세한 설명18)
 등이 발표된 바 있다. 한의학

 비약물요법은 크게 (1) 신의 기를 조 하는 호흡, 음식, 기

공(氣功), (2) 경락계통의 기를 조 하는 침구, 지압(추나), 근육ㆍ

근막 치료, (3) 공간  음양균형으로서 자세를 조 하는 척추자

세ㆍ턱 ㆍ족부의 균형치료 등으로 분류된다.
20)

 자세균형상 

상하·좌우· 후의 상 인 개념을 음양으로 개 해서 표 할 

수 있고 인체에서 자세의 음양균형을 유지하는 기 을 경락계통

으로 본다면 자세의 음양균형 치료는 즉 경락계통에서 후·좌

우·상하 등 상 인 음양균형을 치료하는 개념이 된다. 이런 측

면에서 턱 , 척추, 족부의 자세균형 치료를 기존의학에서의 

국소 인 이 아니라 신  음양균형으로서 경락음양 균형

치료의 에서 근해 치료법을 강구할 수 있고, FCST는 그 

표 인 라 할 수 있다. 추신경계는 보행, 자세교란 과정 

에도 고개의 치를 몇 도의 범  안에서 안정시키고 있고 고개

의 자세에 따라 정자극이나 고유감각자극에 한 자세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 조 에서 고개의 치는 매우 요하다.
13)

 

턱 과 주변 신경근육계통은 추신경계 특히 뇌 기와 

히 통합되어 있으며 신경근육학  균형과 련하여 생각해 보면 

턱 의 음양균형은 신 인체, 특히 신경계의 음양균형이 반

되어 표 되는 일종의 창문이자 턱 의 음양균형을 조 함으

로써 신 인체, 특히 신경계의 음양균형을 조 하는 일종의 스

치로 볼 수 있다.
21)

    본 연구는 턱  음양균형 조 치료로 경추부 근육긴장이

상이 개선되는 기존의 삽화  경험에 바탕하고
3) 

기존의 경추와 

턱  상호간의 연 성에 한 연구를 참고하여 치료기  탐색

의 일환으로 턱  균형조  치료시 상의학  소견상 실제로 

경추 정렬이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찰하고자 9례에 한 후향

성 차트리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턱  균형조 을 한 구강내 장치를 착용했을 때의 즉시

 변화를 보면 C1과 C2 사이에서의 회 변 는 75%에서, C1의 

회 변 는 77.8%에서, C2의 회 변 는 75%에서 각각 유의하

게(p<0.05) 개선되는 변화가 있었다(Table 2-4). 경추 만이 큰 경

우는 구강내 장치 착용시 만각도가 어들고, 경추 만이 작은 

경우는 구강내 장치 착용시 만각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Table 5). 아울러 주  증상이 개선되는 변화도 찰되었다

(Table 6). 즉 경추부 정렬이 개선되는 변화와 주  증상개선 

효과를 함께 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증례가 많지 않고 연구 상인 치료법을 제외한 

다른 요인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하 으며 장기간 추시하지 못했

고, 경추부 근육긴장이상 증상에 해 주  강도만 평가했을 

뿐 정량  생역학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그러

나 경추부 근육긴장이상에 한 기존 치료법이 피동  표면증상 

조 을 한 Botulinum toxin 투여 등 매우 한계가 있는 치료법

이라는 을 감안해 보면 증례상 유효성이 경험되는 비침습  

치료법으로서 신 경락음양 조  개념으로 인체의 능동 인 균

형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턱 을 조 하는 치료법은 향

후 더욱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원발성 경추부 근육긴장이상 환자에서 침구경락 음양론에 

입각하여 제작한 구강내 장치를 이용하는 턱  치료를 시행할 

때 상부경추 정렬의 변화를 산화 단충촬 (CT)과 X선 검사의 

상의학  소견 증례 찰 결과, 턱  균형조 을 한 구강내 

장치 착용시 즉시  변화는, C1과 C2 사이 회 변 가 75%, C1 

회 변 가 77.8%, C2 회 변 가 75%의 경우에 유의하게

(p<0.05) 개선되었고, 경추 만은 크면 고 작으면 늘어나 평균 

범 에 가까워지며, 주  증상이 개선되는 경향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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