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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턱관절은 주위근육을 포함한 머리뼈의 아래턱, 관절

원판, 인대로 구성된 복잡한 관절이며, 그 기능이 다양

한 관절 중 하나이다. 이런 복잡한 구조물과 협응한 턱

관절은 구강의 열고 닫기, 씹기, 연하 운동 및 발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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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In the treatment of temporomandibular joint (TMJ) disorder, the goals of traditional
physical therapy are not only to reduce the inflammatory process leading to pain, but also to decrease
joint overload and muscle hyperactivity. To achieve those goals, physical therapists generally use a
photo-therapy, joint mobilization, and massage.
Objects: To examine the impact of an unloading technique using non-elastic taping on the pain,

opening mouth, functional level,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TMJ disorder.
Method: Twenty patients with TMJ disorder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randomly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n1=10), and control (n2=10) groups. Traditional physical therapy including massage and
stretching for 30 min was performed in both groups. Non-elastic taping was perform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raditional physical therapy, and they were recommended to keep the tape
attached for 12 hours. Outcomes for pain, functional level, and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using a
survey. The opening mouth was measured using a general ruler.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pain level, opening mouth, functional level, and

quality of life after the intervention and on follow-up in both groups. However, we found that while the
levels of all parameters were maintained throughout the follow-up perio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functional status level was not maintained throughout the follow-up period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Our unloading technique using non-elastic tape results comparable to those achieved by

traditional physical therapy in the treatment of TMJ. However, the unloading taping method using
non-elastic tape is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physical therapy in maintaining the impact of
intervention.

Key Words : Non-elastic tape; Opening mouth; Pain; Temporomadibular disorder; Unloa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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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데 관여한다(Hong, 2014). 일반적으로 이 관절에

서는 관절주머니, 건막염, 반원연골판 기능장애, 건염,

퇴행성 관절 등이 발생한다.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로는

씹기근육 부위, 귀 앞 부위, 턱관절 부분에 발생하며, 대

화나 씹기, 아랫턱의 사용 시 유발되거나 악화되며 과두

걸림이나 관절 잡음, 개구범위의 제한 또는 비대칭적 운

동 등의 증상과 동반되어 나타난다(Schiffman 등, 1990).

특히 Svensson 등(2003)은 씹기근육이 포함된 앞관자

근, 안쪽, 바깥쪽 날개근 등을 구강안면부의 통증과 방

사통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 또 다른 씹기근

육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턱관절장애의 원인을 씹기근

육의 경련으로 보고, 그 빈도수가 50%이상이라고 추정

한 연구도 있었다(Ryu, 2007). 또한 근육인성 원인에 대

한 선행 검사로 표면 근전도 검사를 이용해 턱관절장애

의 진단적 의의를 설명하였다(Glaros, 1998). 턱관절장애는

통증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식욕을 해결하

기 위한 첫 번째 행위인 씹기능력에도 영향을 끼쳐 씹

기능력이 결여될수록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

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다(Lee 등, 2010). 또한 턱관절의

기능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10가지 항목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적 임상지식 없이도 현재의 상태를 턱관절

과 연관시켜 검사할 수 있는 간이설문지도 있다. 턱관절

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로, 대학교병원에 치과 교정과에

서 6세 1개월에서 46세 8개월 사이에 부정교합 환자

205명을 대상으로 턱관절장애 증상과 기여요소에 대해

실시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턱관절장애의 주관적 증

상이 증가하는 추세와 여성에서 유병률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다(Kim과 Nahm, 1997). 유병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턱관절장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평가와 치료를 시행하지 않

고 간과하여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게 되어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안위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삶

의 질을 떨어뜨린다(Kim 등, 2012).

Kwon 등(2000)은 외과적 수술이나 침습적인 방법 등

모두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침습적인 치료는 턱관절장

애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Choi(2000)는 턱관절장애의 치료방법에 있어 치아 및 구

조 중심적인 기계적 접근법과 새로운 치료방법의 하나로

정형의학적 접근을 소개하였다. 정형의학적 접근의 일차

적인 목표는 통증과 염증을 감소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

는 근육의 과활동성 감소와 그에 따른 관절의 부하를 줄

어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 관절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

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최근 보존적 방

법의 연구 중에 국소 혈류량의 증진과 근육의 기능 증진

의 효과가 있는 전기치료요법, 광선요법, 관절가동술, 마

사지 치료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턱관절장애와 수

면 시 이갈이 등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아내었다(Gomes

등, 2014a). 또한 Oh 등(2000)은 턱관절장애환자들을 대

상으로 저강도 레이저치료를 적용하여 통증과 관절가동

범위의 향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Kim 등(2016)은 800명

을 대상으로 근육과 압통점 마사지로 인해 턱관절환자의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나타났다고 하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방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만, 치료효과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테이핑 기법이 운동

손상 치료와 재활에 관련하여 효과적인 기술로써 인식

되어져 있으며 운동 손상에서 뿐만 아니라 근육 불균형,

불안정한 관절과 더불어 신경조절에서 널리 사용되어

있는 방법으로 치료와 재활 중에 손상된 구조물의 추가

적인 손상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보호작용과 치료시간 단

축을 시켜 줄 수 있다(Macdonald, 2004). 그 중에서 비

탄력 테이핑을 이용한 무부하 테이핑 기법은 비탄력 테

이프를 이용하여 근긴장도가 높아진 근육 부위를 적용

하며, 주위 근육들을 중심부로 서로 모으고 그대로 유지

시켜 주거나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올려 주고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비탄력 테이프를 적용한 후에는 적용 부위의 피부

에는 오렌지 껍질(orange peel)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McConnell(2000)과 Tonbin과 Robinson(2000)은 넙다리

무릎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바깥넓은근에 비탄력테이

핑을 적용하고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바깥넓은근의

근활성도가 안쪽넓은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활성도

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비탄력 테이핑

을 이용한 방법으로 허리안정화 운동의 효과나 다리와

팔의 안정성과 기능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McConnell, 200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기법은 근육을 효과적으로 억

제함으로 관절의 부하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그로인

해 통증을 감소시키며,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을 증가시키

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턱관절장애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중재연구들은 수술적 기법이나 교정기구의

적용, 온열치료나 마사지를 적용한 중재들은 이루어졌으

나, 턱관절 주위 근육에 비탄력 테이핑을 적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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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알아 본 연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탄력 테이핑을 이용한 무부하 테이핑 기법이

턱관절장애 환자에 통증 수준과 개구범위, 기능적 수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추적검사를 통해 그

영향이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C대학에 재학생들

중 치과전문의로 부터 턱관절장애로 진단을 받고, 통증

이나 염발음 증상을 호소하는 자 중 미국 구강안면동통

학회에서 추천한 간이설문지 10가지 항목 턱관절을 벌

릴 때 어려움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자, 턱이 맞히거나

잠기거나 빠진 적이 있는 자, 씹거나 말을 하거나 턱을

사용할 때 통증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자, 턱관절에

소리가 나는 자, 턱관절이 정기적으로 뻣뻣한 자, 귀, 관

놀이 혹은 뺨에 통증이 있는 자, 자주 두통, 목통증, 치

아 통증이 있는 자, 현재 머리, 목 또는 턱에 질병이 있

는 자, 최근에 씹을 때 불편한 점을 느낀 자, 이유 없는

안면통증과 턱관절에 문제를 경험한 자 중에서 3가지

항목이 양성반응이 나온 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 턱관절장애를 치료 또는 교정운동을 받고 있는 자,

연구 참여기간 중에 약물 복용이나 대체요법을 사용하

고 있는 자, 목뼈 추간판 탈출 및 방사선상 목뼈 질환의

진단을 받은 자, 비탄력 테이프로 인해 피부 과민성이

있는 자, 인지 및 지각 능력이 이상이 있거나 우울증 혹

은 정서가 불안정한 자 등 관련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20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

구자 A에 의해 무작위 배정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통하

여 각각 일반물리치료군(대조군, 10명)과 무부하 테이핑

기법 적용군(실험군, 10명)에 배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

들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피험

자 설명서 및 동의서를 통해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참여하였고, 본 연구는 계획단계에서 대전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통과 후 진행되었

다. 연구자 B는 사전검사, 중재 후 검사, 사후 검사를

맡았으며, 중재방법 통제 연구원은 한명의 물리치료사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 물리치료사는 현재 병원의 물리치

료실에 임상치료를 수행 중이며 임상경력이 4년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3. 평가 도구 및 방법

가. 통증 수준

연구대상자의 통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Sohn 등

(2008)이 사용한 턱관절장애에 대한 설문지는 통증강도,

잠재 점수, 턱관절기능 장애 및 심리사회적 상태에 대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 통증강도에 대한 항목을 부

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5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내

용으로는 현재 느끼는 통증, 지난 6개월 동안 평균의 통

증,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심한 통증, 지난 6개월 동안

통증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에 미치는 정도, 지

Enrollment (N=30)

Excluded (n=10)

Participants (n=20)

Pre-test (pain, opening mouth, functional level, quality of life)

Massage and stretching program

+Unloading taping (n1=10)

Massage and stretching program

(n2=10)

Post-test (after 6 weeks) (pain, opening mouth, functional level, quality of life)

Follow-up test (after 12 weeks) (pain, opening mouth, functional level, quality of life)

Figure 1.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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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6개월동안 통증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정도로 나뉜다.

측정방법은 시각적 상사척도와 같이 방식으로 대상자에

게 자신이 인식하는 통증의 강도를 눈금 0 ㎜에서 100 ㎜

의 선 위에 해당되는 지점에 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평가도구의 크론바흐-알파(Cronbach’s al-

pha) 계수는 .9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로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Williamson과 Hoggart, 2005). 측정한 길

이가 짧을수록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길이가 길수

록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나. 개구범위 평가

연구대상자의 최대 개구범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줄

자를 사용하였다.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자세

는 바로 앉은 자세에서 시행하며, 윗니와 아랫니의 정

중열사이의 간격으로 하여 대상자의 통증이 없는 범위

에서 최대 개구범위를 3회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측

정치로 사용하였다. Oh 등(2000)은 개구범위의 정상 범

위는 40∼60 ㎜라 제시한 바 있다.

다. 기능적 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평가

1) 기능적 수준 평가

기능적 수준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기능적

수준에대한질문지는 Sohn(2004)과 Jung과 Kim(2010)이 추

천한 미국 구강안면동통학회에서 제시한 설문지로 턱관

절장애에 관련된 항목 턱관절을 벌릴 때 어려움이 있거

나 통증이 있는 자, 턱이 맞히거나 잠기거나 빠진 적이

있는 자, 씹거나 말을 하거나 턱을 사용할 때 통증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자, 턱관절에 소리가 나는 자, 턱

관절이 정기적으로 뻣뻣한 자, 귀, 관놀이 혹은 뺨에 통

증이 있는 자, 자주 두통, 목통증, 치아통증이 있는 자,

현재 머리, 목 또는 턱에 질병이 있는 자, 최근에 씹을

때 불편한 점을 느낀 자, 이유 없는 안면통증과 턱관절

에 문제를 경험한 자 중에서 3가지 항목이 양성반응이

나온 자중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턱관절장애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삶의 질 평가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Slade(1997)가 제시한 구강건

강과 관련된 삶의 질 설문지인 구강 건강 영향 평가지

(Oral Health Impact Profile)를 Bae 등(2007)이 한국어

로 번역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된 자료를 이용

하였다. 그 평가지 중 Lee 등(2010)이 추천한 삶의 질

과 음식 섭취능력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총 9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

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에서 1점은 ‘전혀 그러지 않

다’, 2점은 ‘가끔 그렇다’, 3점은 ‘거의 그렇다’. 4점은

‘자주 그렇다’, 5점은 ‘항상 그렇다’로 구분하며, 최소 9

점에서 최대 4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평가 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이 평가도구의 크론바흐-알파 계수는 .89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56로 제시된 바 있다(Bae 등, 2007).

4. 중재방법

가. 대조군

본 연구에서 대조군에게는 마사지 및 스트레칭 프로

그램을 적용하였다. 중재방법으로는 먼저 물리적 인자치

료를 적용하였다. 물리적 인자치료에는 턱관절에 적외선

온열치료(10분)와 초음파 심부투열치료(5분)을 각각 적

용하였다. 적외선 치료 시 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

대를 착용하였고, 초음파 심부투열치료는 1 ㎒의 치료주

파수로 1.5 W/㎠의 강도로 적용하였다. 그 후에 턱관절

부위에 있는 근육인 뒤통수밑근과 목빗근, 씹기근육, 안

쪽/바깥쪽 날개근, 앞관자근에 부드러운 마사지와 스트

레칭을 적용하였다. 총 중재시간은 평균 30분이 소요되

었다. 중재기간은 총 6주간 매주 3회씩 실시하였다.

나. 무부하 테이핑 기법 적용군

무부하 테이프기법 적용군에는 대조군에게 적용한 마

사지와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에 턱관

절 부위의 근육 위에 비탄력 테이핑(Endura Sports tape,

OPTP, Minneapolis, USA)을 적용하였다. 비탄력 테이

핑 중재에 앞서 적용부위를 물수건을 이용하여 이물질들

을 제거하였고 피부가 적절히 마른 후에 테이프를 적용

하였다. 적용한 무부하 테이핑은 총 4개로 테이프로 구

성된 박스 테이핑(boxing tap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Figure 2). 첫 번째 테이프는 바깥귓길 전방부에서 광대

뼈과 평행하게 4 ㎝ 정도 부착하였다. 두 번째 테이프는

붓돌기에서 관자뼈 방향으로 수직으로 4 ㎝ 정도 부착하

였다. 세 번째 테이프는 아랫턱에서 관자광대봉합 방향

으로 수직으로 4 ㎝ 정도 부착하였다. 네 번째 테이프는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프의 윗부분을 수평으로 이은 선

에 부착하도록 한다. 모든 테이프를 부착 시 턱관절 부

위쪽으로 근육을 모으도록(gathering) 한 후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비탄력 테이프의 부착시간은 부착 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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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정하였으며, 테이핑 적용 기간 중에 적용 부위의

피부가 간지럽거나 또는 따가운 증상 등의 피부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 테이프를 즉시 제거하도록 지도하였다.

5. 분석 방법

모든 측정값들은 SPSS ver. 22.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정규성

을 검증하기 위해 샤피로-윌크(Shapiro-Wilk)분석을 하

였고, 모든 자료가 정규분포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재 전과 중재 후(6주), 추적검사(12주 후) 간에 실험

군과 대조군의 측정변수들에 변화양상에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개체간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사후검정을 위해 본페로니(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였다. 두 군 간에 통증 수준과 개구범위, 기능적

수준, 삶의 질의 점수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조군(10명), 실험군(10명)으로

총 20명이 참가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과 평균신장,

평균체중 그리고 증상의 발병시기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중재 전, 후, 추적검사에 통증 수준의 변화

통증 수준에 대한 5개 세부 항목(현재의 통증 수준,

가장 심한 통증, 평균 통증 수준, 사회생활과 업무능력에

통증이 미치는 영향 정도) 모두에서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05). 실험군은 5개 세부항

목의 통증 수준과 통합 통증 수준 점수는 모두 중재 전

에 비해 중재 후, 추적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05), 중재 후와 추적검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대조군도 모든 통증 수준 항목들이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와 추적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5).

그러나 중재 후와 비교해 추적조사 시점에 통증 수준은

다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Table 2).

3. 중재 전, 후, 추적검사에 개구범위의 변화

개구범위는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05). 실험군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추적

조사 시에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5), 중재 후

와 추적검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조군에서

도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와 추적조사 시에 개구범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그러나 추적조사 시에 개

구범위는 중재 후에 비교해 다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05)(Table 3).

A B C D

Figure 2. Procedure of unloading method using non-elastic tape (A: 1st taping, B: 2nd taping, C:
3rd taping, D: 4th taping).

Variables
(unit)

Expa (n1=10) Contb (n2=10) χ2/t

Gender
(Male/Female)

3/7 3/7 1.000

Age (year) 21.8±2.0c 21.9±2.3 .919

Height (㎝) 166.0±8.1 163.9±6.8 .539

Weight (㎏) 60.9±20.8 57.6±14.5 .686

Symptom onset
(month)

27.0±29.9 18.3±13.9 .414

aunloading taping methods using non-elastic tape group,
bcontrol group, c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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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 전, 후, 추적검사에 기능적 수준과 삶의 질 

수준의 변화

기능적 수준과 삶의 질 수준은 두 군과 측정시점 간

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05)(Table 3). 기능적

수준과 삶의 질 수준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

에 비해 중재 후와 추적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5). 실험군에서는 중재 후와 추적검사 간에 기능

적 수준과 삶의 질 수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중재 후와 추적조사 간에 두 변수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Variables Timed Expa (n1=10) Contb (n2=10) t p F

Pain1c

Pre 6.53±.69d 5.98±1.13 1.317 .204

9.824*Post 1.16±1.19† 2.09±1.01† -1.883 .760

Follow-up 1.49±1.56† 4.13±1.10†‡ -4.508 <.001*

F 102.680 19.820

p <.001* .001*

Pain2e

Pre 6.73±.78 6.92±.90 -.505 .620

8.335*Post 4.16±2.44† 3.63±1.45† .601 .555

Follow-up 2.89±2.11† 5.34±1.09†‡ -3.255 .006*

F 22.150 21.230

p .001* .001*

Pain3f

Pre 6.27±.74 5.92±1.12 .825 .420

9.742*Post 2.35±1.22† 3.00±1.21† -1.193 .248

Follow-up 1.62±1.06† 4.02±.61†‡ -6.222 <.001*

F 62.350 10.400

p <.001* .006*

Pain4g

Pre 5.62±1.12 4.61±1.81 1.502 .315

16.006*Post 1.48±1.05† 1.87±.04† -.832 .416

Follow-up .97±.89† 3.30±.98†‡ -5.571 <.001*

F 89.970 13.538

p <.001* .003*

Pain5h

Pre 5.26±.93 4.88±1.43 .740 .490

9.061*Post 1.38±1.07† 1.72±1.16† -.683 .503

Follow-up .95±.81† 3.16±.71†‡ -6.511 <.001*

F 79.750 9.930

p <.001* .007*

Total pain

score

Pre 30.41±3.05 28.31±4.69 1.185 .254

15.663*Post 10.54±5.70† 12.31±4.55† -7.680 .453

Follow-up 7.90±5.81† 19.95±7.61†‡ -5.874 <.001*

F 73.280 20.900

p <.001* .001*
aunloading taping method using non-elastic tape group, bcontrol group, caverage of pain, dmean (point)±standard deviation,
eseverity of pain for 6 months, faverage of pain for 6 months, gimpact of pain on social life for 6 months, himpact of
pain on work performance for 6 months, *p<.05,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re-test (p<.05),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ost-test (p<.05).

Table 2. Comparison of level of pain among the pre, post and follow-up afte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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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턱관절장애를 가진 대한 치료는 외과적 치료방법을

초기에 조치하기보다는 각종 보존적 치료를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라 하였다(Ro 등, 2013). 이러한 장애에 적용하

는 치료방법으로는 마사지나 여러 종류의 물리적 인자치

료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Kim 등, 2016), 특히

씹기근육의 과사용을 억제하는 원인적 요인의 조절을 위

해서 온열 치료나 냉치료, 수동적 근육 신장 그리고 운

동치료 등을 사용하고 있다(Song 등, 2005). 또한 보존

적인 치료를 위해 교합장치의 적용도 턱관절장애 환자의

개구범위를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킨다(Gomes 등, 2014a).

Kim 등(2009)은 턱관절장애 환자에게 초음파치료와 근

막이완술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가지 중재방법

이 모두 치료 전후에 개구범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 두 군 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치료기간과 치료방법

간에 상호작용은 없었다. Gomes 등(2015)은 턱관절에 교

합장치를 적용한 결과 신체적(신체 기능, 건강, 활력), 정

서적(역할 감정, 정신 건강) 특성들과 수면 시 이갈이,

삶의 질 등의 변수를 개선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Kim

등(2016)은 20개의 연구를 고찰하여 턱관절장애의 여러

치료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종합하여 소개하였다. 추

나요법, 침치료, 약물요법, 온습포요법, 고유수용기성신경

근촉집법 등의 중재방법들이 모두 턱관절부 통증에 유의

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통증수준 이외의

개구범위, 기능적 수준, 삶의 질에 대한 평가 항목은 부

족하였고, 치료효과가 유지되는가에 대한 평가 또한 없

었다. 위의 연구들에서 이용한 평가 항목들을 기초로 하

여 본 연구의 평가 항목을 결정하였다.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효과적으로 근육 이완을 시

킬 수 있는 비탄력 테이핑 기법에 대한 연구들은 적지

않으며, 대개 무릎관절이나 어깨관절, 몸통부에서 근육

작용의 억제나 관절의 위치 변화를 주기 위해 적용되어

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적용한 사례가 매우 적은

비탄력 테이핑을 이용한 무부하 테이핑 기법을 이용해

턱관절 부위에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그 효과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Hug 등(2014)은 초음속

전단 영상(supersonic shear imaging) 분석법을 이용하

여 비탄력 테이핑을 이용한 무부하 테이핑 기법을 넙다

리곧은근에 적용하고 그 효과에 변화양상을 연구하였

다. 그 결과 테이프를 적용하지 않은 군과 테이프를 적

용한 군, 그리고 위약테이핑 적용군 중에서 테이프 적

용군이 테이프 미적용군에 비해 근육의 탄성 계수

Variables (unit) Timed Expa (n1=10) Contb (n2=10) t p F

Opening mouth

(㎝)

Pre 3.49±.41c 3.27±.33 1.323 .203

6.257*Post 4.78±.85† 4.44±.71† .970 .345

Follow-up 4.95±1.11† 3.68±.54†‡ 3.250 .004*

F 11.640 15.101

p .004* .002*

Functional level
(point)

Pre 6.00±1.25 6.00±1.05 .000 1.000

6.585*Post 5.90±1.45† 5.50±2.01† .510 .616

Follow-up 1.50±.97† 4.10±1.97†‡ -3.744 .002*

F 28.425 4.573

p <.001* .047*

Quality of life

(point)

Pre 25.10±2.02 26.40±1.96 -1.461 .161

9.201*Post 15.00±3.46† 13.70±3.37† .851 .406

Follow-up 13.60±3.60† 19.80±4.05†‡ -3.620 .002*

F 35.140 21.230

p <.001* .001*
aunloading taping method using non-elastic tape group, bcontrol group, cmean±standard deviation, *p<.05,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re-test (p<.05),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ost test (p<.05).

Table 3. Comparison of other measures among the pre, post and follow-up afte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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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module)가 유의하게 줄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국외에서도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연구들이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Vicenzino(2003)는 가

쪽위관절융기염을 가진 대상자에게 비탄력 테이핑을 이

용한 적용한 결과, 통증 수준과 악력 수준이 증가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무부하 테이핑 기법을 이용한 Selkowitz

등(2007)의 연구에서도 어깨 통증을 가진 대상자의 위

등세모근에 적용한 결과 위등세모근의 근활성도가 억제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Kilbreath 등(2006)은 뇌졸중 환자

의 마비측 엉덩이에 비탄력 테이핑을 적용한 결과 보행

평가 시 마비측에 엉덩관절 폄의 관절가동범위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

과들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턱관절장애 환자의 턱

관절 주위 근육에 근작용을 억제 시킬 것이라는 가설

하에 비탄력 테이핑을 이용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씹기근육 부위에 적용하게 되었다.

넓다리무릎관절 뼈관절염 환자에게 무릎뼈의 내측 활

주와 내측 경사를 일으키고 비탄력 테이핑으로 고정하

는 중재를 적용하고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평가한 결

과, 무릎뼈의 위치가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쪼그려 앉기

동작 검사 시에 통증 수준도 감소했다는 연구(Crossley

등, 2009)가 있었고, O’Brien과 Vicenzino(1998)는 급성

발목 측방 삠 환자에게 종아리뼈 먼쪽부분에 전후방 활

주 관절가동술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비탄력 테이핑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손상받은

발목부위에 통증이 유의하게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Shamus와 Shamus(1997)은 봉우리빗장관절의 분리 손

상을 입은 대상자에게 비탄력 테이핑을 적용한 결과 어

깨관절의 관절가동범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Kim 등(2003)은 과긴장이나 근경련으로 인해 관절가

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관련된 근육을 억제시킴으

로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비탄력 테이핑의 적용은 근육

의 작용을 억제시키고, 관절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관

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Greig 등(2008)은 자세 테이핑(postural taping)이 등

뼈 뒤굽음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Morin

등(1997)은 건강한 대상자의 위등세모근에 비탄력 테이핑

적용이 견갑골의 안정화운동 중재 수행 시에 위등세모근

의 근활성도를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Alexander

등(2003)은 비탄력 테이핑의 적용이 위등세모근의 H-반

사의 크기를 22%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연구로 Ackermann 등(2002)은 바이올린 전문 연주자의

왼쪽 날개뼈 부위에 비탄력 테이핑을 적용하여 날개뼈

위치를 최적의 자세로 고정시키는 중재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왼쪽 위등세모근의 근활성도에 증가와 더불어 연주

자들의 연주에 대한 자신감과 편안감 수준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 또한 연주를 듣는 청취자들에게 연주에

대한 채점을 하도록 했을 때 비탄력 테이프를 적용한 후

가 적용 전보다 평가 점수가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 결과는 연주자에게 테이핑 적용이 관절가

동범위를 일부 제한하였고, 익숙하지 않는 자세에서 연주

를 한 것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O’Leary

등(2002)은 무증상자들을 대상으로 등뼈 부위에 비탄력 테

이핑을 이용한 무부하 테이프기법을 적용하고 압박 통증

역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였

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통증 수준뿐만

아니라, 개구범위, 기능적 수준, 삶의 질에도 유의한 변화

가 나타났다. 턱관절장애의 원인 중 하나인 씹기근육의

과흥분으로 인해 관절의 잘못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인해 통증과 개구범위의 제한이 나타나고 기능장애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재 후와 추적검사에

도 치료효과가 유지함은 무부하 테이핑 기법의 적용으로

인해 씹기근육의 이완은 관절의 위치를 변하게 하여 통

증 및 개구범위의 회복은 기능장애에 영향을 끼치고, 삶

의 질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대상

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의 연령대가 20~30대에 국한되어

있어 기타 다른 연령대의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는 미지수이다. 두 번째, 중재 종료 후에 추적

검사까지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세 번째, 연구도구 중에서 사용된 통증 수준 평가

는 주관적인 평가만을 이용해 압통측정계나 근전도를 활

용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다. 향후 연구들에서는 턱관절장애에 대한 이용한 객관적

인 평가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턱관절장애 진단을 받은 20명을 대상으로 6

주간의 비탄력 테이핑을 이용한 무부하 테이핑 기법 적

용이 통증 수준과 개구범위, 기능적 수준 그리고 삶의 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추적조사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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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 영향이 유지되는지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들은 무작위 배정 방법을 통해 테이핑 적용군인

실험군(n1=10)과 미적용군인 대조군(n2=10)에 배정하였다.

실험군에는 일반적인 물리치료 중재와 비탄력 테이핑 중

재프로그램을, 대조군에는 일반적 물리치료만을 적용하였

다. 측정 변수들의 분석 결과, 중재 전후에 통증 수준과

개구범위, 기능적 수준, 삶의 질 수준의 모든 변수들에

변화 양상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실험군의 모든 측정 변수들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고, 그 개선 정도는 추적검사 시

점까지 유지되었다. 반면에 대조군은 모든 측정 변수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나, 모든

변수들이 중재 후와 추적조사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개선된 수준이 유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턱관절장애 환자에게 일반적

인 물리치료방법 적용과 함께 비탄력 테이프를 이용한

무부하 테이핑 기법의 적용은 통증 수준과 개구범위, 기

능적 수준, 삶의 질 수준의 개선과 그 효과를 12주까지

유지시켰다. 이런 결과가 임상에서 턱관절 환자의 치료

및 관리 시에 적용되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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