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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측두하악장애는 악안면에 있는 근육과 관절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이상들을 포함하는 집합적 용어

로서 주로 악안면부의 통증, 측두하악관절음, 턱 기능

의 변화나 장애 등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1)
. 측두하

악장애는 측두하악 관절장애와 저작근 장애로 대별

될 수 있고, 관절장애는 형태 변화, 원판장애, 염증상

태, 관절염 및 관절강직으로, 저작근장애는 근막 동

통, 근염, 근경련, 보호성 근긴장, 경축 및 신생물 등으

로 세분될 수 있다2). 

  측두하악장애는 교합과 관절을 포함하는 해부학적 

요인, 근신경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 등과 같은 세 

가지 주된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다원성 원인론이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환자들에게서 나타나

는 증상의 다양성은 이러한 원인 인자의 차이로써 설

명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개념이 더욱 발전하여 

원인 인자 뿐만 아니라 기여 요인에 관해서도 언급하

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기여 요인을 소인, 유발 요

인, 지속 요인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소인에는 전신 

건강과 같은 전신적인 것, 성격, 행동과 같은 심리적

인 것, 교합, 관절과 같은 구조적인 것 등이 있으며, 유

발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외상, 과부하, 이상 기능 등

이 관계되며, 지속 요인에는 행동적 문제, 사회적 문

제, 환경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

와 전신 건강 등이 포함된다3).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

키고, 부담을 주는 기능 활동이나, 이상기능활동을 감

소시키며, 적절한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되찾게 하는 것이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목표이다4).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은 유동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자기한정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적극적인 치료없이도 완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술

이나 광범위한 교합치료등과 같은 비가역적인 치료 

방법은 측두하악장애의 초기 치료법으로는 피해야 

하며5-8), 거의 모든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초기 치료로 

행동 조절, 물리 치료, 투약, 교합안정장치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2,4,9)

.

  보존적 치료의 성공율에 관하여는 여러 선학들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Greene과 Laskin10)은 135명의 

근육장애 환자에 대해 운동 요법, 투약, 물리 치료, 교

합안정장치 치료를 시도한 바 약 76%의 성공율을 보

고한 바 있으며, Greene과 Markovic11)등은 32명의 관

절장애 환자에게 운동 요법,투약, 물리 치료, 교합안

정장치 치료를 하여 84%의 성공율을 보고하 다. 또

한, Carlsson과 Gale12)은 근육장애를 동반한 관절장

애 환자 11명에게 biofeedback 치료를 시행하여 73%

의 성공율을 보고하 다. Carraro와 Caffesse13)는 교

합안정장치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진단을 가진 환자

를 치료하 는 바, 27명의 근육장애만 가진 환자에게 

있어서의 성공율은 85%, 20명의 관절장애만 가진 환

자에 있어서의 성공율은 70%, 근육장애를 동반한 관

절장애를 가진 환자 40명에 있어서의 성공율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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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 다.

  이 외에도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 후의 성공율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보고되고 있으나, 치료의 예후에 

향을 주는 인자 즉, 어떤 특성을 가진 환자가 잘 치

유되고 혹은 그 반대인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Romanelli 등14) 은 외상력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

에 있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

고한 바 있고, Mejersjo와 Carlsson15) 은 전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치료 종결 시에도 불편감이 좀더 

남아 있고 추적 조사 시에도 이상 기능이 높은 수치

를 나타낸다고 하 으며, Randolph등16) 은 급성 증상

이 있는 환자가 만성 환자보다 개선이 잘 된다고 하

으며, 또한 박과 고
17)
는 만성군 및 거대 외상을 경

험한 환자에서 예후가 좋지 못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환자의 다양한 증상과 만성도, 복수진단, 심각한 정서

문제, 빈번한 병원출입, 투약, 구강악습관, 심각한 생

활장애 등 예후인자에 따라 치료의 결과는 달라질 것

이라는 정등18)의 연구로부터 출발하 으며, 어떤 인

자가 어느 정도 예후에 향을 주는지 수치화된 연구

가 드물었기 때문에 초진시 얻을 수 있는 정보 즉 환

Table 1.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Contents

Pain(P) Pain intensity in rating scale(NAS) by interview

Noise(N) Noise intensity in rating scale(NAS) by interview

Limitation of mouth opening 

(LOM : L)
Intensity of mouth opening limitation in rating scale(NAS) by interview

Maximum comfortable opening 

(MCO:M)
Maximum pain free opening measured by mm

Multiplicity(Mul)
Single diagnosis : 1

Multiple diagnosis : 2

 Chronicity(C)
Duration of history < 6 months : 1

Duration of history 6 months : 2

 Disability (D)
Presence of disability in daily activity : 1

Absence of disability in daily activity : 0

 Medication(Px) 
Presence of medication history : 1

Absence of medication history : 0

Treatment ( Tx) 
Presence of treatment history : 1

Absence of treatment history : 0

 Trauma (T)
Presence of trauma history : 1

Absence of trauma history : 0

자의 동통, 관절잡음, 개구제한, 최대편이개구량, 복수 

진단, 만성도, 치료력, 투약 유무, 외상 유무, 생활 장

애의 정도가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 을 때 예후에 어

떻게 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지를 계량화하여 초진 시의 검사로써 치료 결

과의 예측이 가능한 지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구강내과 

구강안면동통클리닉에 내원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

단받은 환자 중 약물치료, 물리치료, 행동치료 및 교

합안정장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개

선된 환자 154명을 개선군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

은 환자 100명을 미개선군으로 하 는 바 개선군의 

치료 기간 범위는 1주에서 19개월, 미개선군의 치료 

기간 범위는 1개월에서 42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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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치료 전 및 치료 후의 상태는 진료기록부를 이용하

여 평가하 는 바, 수의 등급에 의한 유추 척도 ( 

Numerical Analogue Scale : NAS )19-22)를 이용하여 

동통, 관절 잡음, 개구 제한을 수량화하고, 최대편이

개구량 ( Maximum Comfortable Opening : MCO )을 

mm 단위로 측정하 다.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개선, 미개선을 구분함에 있

어서 최종 점검 시의 동통, 관절잡음, 개구제한의 

NAS가 0 또는 1 이내이면 개선군으로, 변화가 없거

나 2 이상이면 미개선군으로 분류하 다17). 근육장애, 

관절내장, 급성염증장애, 만성염증관절장애를 진단하

여 진단명이 하나이면 단수 진단으로, 두개 이상이면 

복수 진단으로 구분하고, 발병일로부터 내원시까지의 

Table 2. Comparison of the severity of chief complaints between improved and unimproved group at first and 

last visit

 Symptom severity at first visit

Improved group

(N=154)

Unimproved group

(N=100)
p

C.C.(NAS)

Pain  4.35± 2.29  4.53± 2.59 0.565

Noise  2.18± 2.50  3.76± 2.81 0.011

LOM  3.21± 2.86  4.18± 3.04 0.001

MCO(mm) 35.16±10.87 32.00± 8.81 0.120

Duration of History(mns) 12.23±19.95 27.41±34.05 0.001

 Symptom severity at last visit

Improved group

(N=154)

Unimproved group

(N=100)
p

C.C.(NAS)

Pain  0.31±0.47  3.08± 2.54 0.001

Noise  0.25±0.44  2.70± 2.39 0.001

LOM  0.19±0.37  2.34± 2.45 0.001

MCO(mm) 42.81±5.71 35.48± 7.28 0.001

Duration of Treatment(mns)  4.19±4.02 10.53± 7.92 0.001

Number of Treatment 10.13±6.98 19.34±11.39 0.001

병력 기간을 조사하여, 6 개월 이내의 군과 6 개월 이

상의 군으로 분류하 다23-27).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위한 조사 설문지 및 문진 목록을 통해 병원 출입 유

무, 투약 병력 유무, 외상 유무, 생활 장애 유무를 조

사하 다 (Table 1).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를 이용하여 개선군과 미개선군의 초진시와 최종 점

검 시의 주관적 증상, 개구량, 병력, 치료 기간 및 치

료 회수를 t-검정을 이용하여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

으며 복수 진단, 만성도, 치료력, 투약력, 외상 유무 

및 생활 장애 유무에 따른 개선군과 미개선군의 분포

와 증상의 차이를 chi-square 및 t-검정법으로 군 간

의 차이를 비교하 다. 각 변수간의 Spearman 상관

계수와 Logistic 회귀분석에 따른 회귀식을 구하고 변

수에 따른 회귀값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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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초진 시와 최종 점검 시 개선군과 미개선군 간의 

주요 증상 비교

  초진 시의 동통과 최대편이개구량은 개선군과 미

개선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진 시의 관절

잡음과 개구제한은 개선군에 비해 미개선군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p<0.05).

  개선군의 경우 병력은 12.23±19.95개월, 치료 기간

은 4.19±4.02개월, 치료 횟수는 10.13±6.98회 고 미

개선군에서는 병력 27.41±34.05개월, 치료기간 10.53

±7.92개월, 치료횟수는 19.34±11.39회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p<0.01, Table 2).

2. 예후인자에 따른 개선군과 미개선군의 분포

  복수 진단과 증상 기간에 따른 개선군과 미개선군 

간의 분포에서는 미개선군에 있어서 복수 진단, 6개

월 이상의 병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p<0.01, 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improved and unimproved patients according to the multiplicity of diagnosis and the 

symptom duration

Diagnosis Symptom duration

Single

(N=96)

Multiple

(N=158)
p

< 6 mos.

(N=106)

 6 mos.

(N=127)
p

Improved group 72 82 78 67

0.001 0.001

Unimproved group 24 76 28 60

Table 4. Distribution of improved and unimproved patien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evious 

treatment or medication

History of previous treatment History of previous medication

Presence

(N=104)

Absence

(N=149)
p

Presence

(N=71)

Absence

(N=182)
p

Improved group 56 97 39 114

0.069 0.222

Unimproved group 48 52 32 68

  치료력과 투약 병력에 따른 개선군과 미개선군 간

의 분포에서는 개선군과 미개선군 간에 유의한 분포

의 차이가 없었다(Table 4).

  외상력의 유무에 따르는 개선군과 미개선군의 분

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생활 장애가 있는 경

우 미개선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분포를 보 다(p< 

0.05, Table 5).

3. 초진 시 복수 진단과 증상 기간에 따른 개선군과 

미개선군 간의 주요 증상 비교

  단수 진단에서 미개선군은 초진 시, 관절잡음의 

NAS가 개선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최대편이

개구량도 개선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 복수 진단

의 경우도 미개선군은 관절잡음의 NAS가 개선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또한, 개선군에 있어

서 복수 진단의 경우가 초진 시의 동통, 관절잡음, 개

구제한의 정도가 단수 진단에서 보다 더 컸다.

  증상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개선군과 미

개선군 간에 초진 시의 증상 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개선군에 있어서 최대편이개구량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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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은 소견을 보 다(p<0.01).

  증상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미개선군은 관절

잡음과 개구제한의 불편감이 유의하게 컸으며, 최대

편이개구량이 유의하게 작았다(p<0.05).

  만성 악관절 환자가 급성군에 비해 개선군 미개선

군 공히 관절잡음은 증가하고 최대편이개구량도 증

가하나, 동통은 급성군에서 더 심하고 개구제한의 정

도는 개선군에 있어서는 급성의 경우가 정도가 심하

고 미개선군에 있어서는 만성의 경우가 더 심했다

(Table 6).

4. 초진 시 치료력과 투약 병력에 따른 개선군과 미

개선군 간의 주요 증상 비교

 

  과거에 치료 경험이 있건 없건 간에 초진 시 미개

선군에서 관절잡음의 정도가 유의하게 컸으며, 치료

Table 5. Distribution on improved and unimproved patien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rauma 

history and disability of daily activity

History of trauma Disability of daily activity

Persence Absence p Presence Absence p

(N=236) (N=17) (N=131) (N=122)

Improved group 141 12 71 82

0.406 0.049

Unimproved group 95 5 60 40

Table 6. Comparison of symptom severity at first visit between improved and unimproved patients according to 

the multiplicity of diagnosis and symptom duration

Single Diagnosis Multiple Diagnosis

Improved group Unimproved group p Improved group Unimproved group p

(N=72) (N=24) (N=82) (N=76)

C.C.(NAS)  

Pain  3.99± 2.33  4.54±3.06 0.357  4.66±2.22  4.53±2.45 0.722

Noise  1.70± 2.46  3.54±3.08 0.004  2.61±2.48  3.83±2.74 0.004

LOM  2.81± 2.67  3.44±3.23 0.359  3.54±2.99  4.41±2.97 0.068

MCO(mm) 36.93±11.84 31.58±9.60 0.048 33.61±9.75 32.13±8.61 0.315

Symptom duration of < 6 mos. Symptom duration of 6 mos.

Improved group Unimproved group p Improved group Unimproved group p

(N=78) (N=28) (N=67) (N=60)

C.C.(NAS)

Pain  4.65± 2.18  4.82±2.28 0.724  4.09±2.29  4.63±2.64 0.217

Noise  1.73± 2.53  2.29±2.72 0.331  2.70±2.36  4.35±2.75 0.000

LOM  3.62± 2.80  3.96±3.06 0.592  3.06±2.87  4.35±3.06 0.016

MCO(mm) 33.14±21.04 27.86±7.76 0.008 36.31±9.57 32.87±8.4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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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는 군에서 더욱 그러하 다(p<0.01).

  투약력이 있는 환자 군에서는 초진 시에 개선군과 

미개선군 간에 관절 잡음의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투약력이 없는 환자 군에서는 미개선

군에서는 관절잡음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최

대편이개구량도 유의하게 작았다(p<0.05, Table 7).

5. 외상력과 생활 장애에 따른 개선군과 미개선군의 

초진시 주요 증상 비교

  외상력이 있는 군에서 미개선군은 초진 시 관절잡

음과 개구제한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외상력

이 없는 군은 미개선군에서 개구제한의 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p<0.05).

  생활장애가 있는 환자군에서 미개선군은 초진 시 

관절잡음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생활장애가 없는 환

자 군에서도 관절잡음과 개구제한이 유의하게 높았

다(p<0.05, Table 8).

Table 7. Comparison of the severity of symptom at first visit between improved and unimproved patien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evious treatment or medication

Presence of previous treatment Absence of previous treatment

Improved group 

(N=56)

Unimproved group 

(N=48)
p

Improved group 

(N=97)

Unimproved group 

(N=52)
p

C.C.(NAS)

Pain  4.79± 2.21  5.06±2.32 0.535  4.10± 2.30  4.04±2.75 0.895

Noise  2.16± 2.81  3.44±2.84 0.024  2.20± 2.32  4.06±2.78 0.001

LOM  3.48± 3.15  4.42±3.07 0.130  3.04± 2.68  3.96±3.03 0.062

MCO(mm) 33.65±10.85 30.88±8.82 0.159 36.05±10.83 33.04±8.76 0.068

Presence of previous medication Absence of previous medication

Improved group 

(N=39)

Unimproved group 

(N=32)
p

Improved group

(N=114)

Unimproved group 

(N=68)
p

C.C.(NAS)

Pain  4.80± 2.11  5.16±1.65 0.431  4.20± 2.34  4.24±2.90 0.926

Moise  2.10± 2.54  3.09±2.80 0.123  2.21± 2.50  4.07±2.78 0.001

LOM  3.41± 3.10  4.41±2.67 0.157  3.14± 2.78  4.08±3.22 0.049

MCO(mm) 34.15±11.32 31.78±8.34 0.328 35.50±10.74 32.10±9.08 0.030

6. 예후 인자의 상관 계수

  치료 기간, 치료 횟수, 복수 진단, 만성도, 치료력, 

투약 병력, 외상, 생활 장애와 같은 예후 인자와 개선

군과 미개선군의 상관 계수를 제시하 다. 치료 기간, 

치료 횟수, 복수 진단, 만성도, 생활 장애와 같은 예후 

인자가 개선, 미개선을 결정짓는 데에 유의한 상관성

이 있었다(p<0.05). 진단은 개선 여부, 치료 기간, 치

료 횟수, 치료력, 투약력과, 만성도는 개선 여부, 치료 

기간, 치료 횟수, 외상과, 생활장애는 외상과 상관이 

있었다(p<0.05, Table 9).

7. 유의한 변수에 의한 예후식과 분류의 정확도

  예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 즉 관절잡

음, 최대편이개구량, 복수 진단, 만성도, 생활 장애 등

에 관하여 Logistic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후식을 도

출하 고, 예후값 Y = 1.984 - 0.251Noise + 0.068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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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3Multiplicity - 0.958Chronicity - 0.665Disability 

다(Table 10).

  유의한 변수에 의한 분류의 정확도에서 개선될 것

으로 예상한 환자가 개선되는 민감도는 71.4%, 미개

선될 것으로 예상한 환자가 미개선되는 특이도는 

66.7% 고, 분류의 정확도는 70.3% 다(Table 11).

8. 모든 변수에 의한 예후식과 분류의 정확도

  동통, 관절잡음, 개구제한, 최대편이개구량, 복수 진

단, 만성도, 생활 장애, 투약력, 치료력, 외상등의 모든 

변수를 포함한 예후식을 나타내었고, 예후값 Y = 

1.599 - 0.038Pain - 0.256Noise - 0.006Limitation +

0.068MCO - 0.580Multiplicity - 1.025Chronicity -

0.720Disability - 0.329Medication - 0.087Treatment +

0.740Trauma 다(Table 12).

  모든 변수에 의한 분류의 정확도에서 모든 변수를 

포함한 예후의 민감도는 73.0%, 예후의 특이도는 

64.3% 으며, 분류의 정확도는 70.3% 다(Table 13).

9. 유의한 변수 및 모든 변수에 의한 개선군과 미개

선군의 예후값

  예후값 1을 개선군, 예후값 0을 미개선군으로 하고, 

예후값이 0.5이상일 때를 개선, 예후값이 0.5미만일 

때를 미개선으로 볼 때에 본 연구 대상에서 유의한 

변수를 포함한 개선군의 예후값은 1.0446±1.0726 이

±고, 미개선군의 예후값은 -0.013±1.0146이었다. 또

한 모든 변수를 포함한 개선군의 예후값은 1.0465±

1.0849 이었고, 미개선군의 예후값은 -0.057±1.0611

이었다.

Ⅳ. 총괄 및 고찰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는 진단에 따라서, 술자의 기

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수많은 선학들의 연구

에 의하면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 의해 75∼85%의 치

료 성공율을 보이며, 진단명에 따른 혹은 치료 방법에 

따른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다
10-13)

. 초진 시의 어떤 요

인들이 치료의 예후에 얼마만큼 향을 주는지에 관

Table 8. Comparison of the severity of symptom at the first visit between improved and unimproved patien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rauma history and disability of daily activity

Presence of previous treatment Absence of previous treatment

Improved group 

(N=141)

Unimproved group 

(N=95)
p

Improved group 

(N=12)

Unimproved group 

(N=5)
p

C.C.(NAS)

Pain  4.48± 2.29  4.53±2.59 0.873  2.92±1.83  4.60±2.88 0.164

Noise  2.15± 2.52  3.76±2.79 0.000  2.58±2.28  3.80±3.56 0.407

LOM  3.38± 2.88  4.14±3.06 0.046  1.25±1.71  4.40±2.88 0.013

MCO(mm) 34.34±10.6 32.34±8.85 0.118 44.92±8.44 25.60±5.32 0.000

Presence of previous medication Absence of previous medication

Improved group 

(N=71)

Unimproved group 

(N=60)
p

Improved group

(N=82)

Unimproved group 

(N=40)
p

C.C.(NAS)

Pain  4.78± 2.25  4.83±2.64 0.906  3.99± 2.27  4.08±2.47 0.847

Moise  2.16± 2.57  3.62±2.81 0.002  2.21± 2.46  3.98±2.83 0.001

LOM  3.66± 2.90  4.36±3.17 0.209  2.83± 2.79  3.93±2.87 0.046

MCO(mm) 34.71±11.54 34.22±9.60 0.063 35.55±10.30 33.18±7.4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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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pearman's correlation of variables

IG & UG Duration No. of Tx Multiplicity Chronicity Hx of Tx Hx of Px Trauma Disability

IG & UG Co.coefficient 1.000 -0.512 -0.483 -0.229 -0.225 -0.116 -0.078 -0.052 -0.126 

Significance . 0.000 0.000 0.000 0.000 0.063 0.212 0.408 0.044 

N 257 255 253 254 237 257 257 257 257 

Duration Co.coefficient -0.512 1.000 0.889 0.366 0.217 0.171 0.073 0.024 0.047 

of Tx Significance 0.000 . 0.000 0.000 0.001 0.006 0.245 0.703 0.451 

N 255 255 253 252 237 255 255 255 255 

No. of Tx Co.coefficient -0.483 0.889 1.000 0.367 0.198 0.230 0.118 0.058 0.083

Significance 0.000 0 . 0 0.002 0 0.06 0.355 0.19

N 253 253 253 251 235 253 253 253 253 

Multiplicity Co.coefficient -0.229 0.366 0.367 1.000 0.058 0.176 0.124 0.116 0.112 

Significance 0.000 0.000 0.000 . 0.374 0.005 0.049 0.065 0.075 

N 254 252 251 254 234 254 254 254 254 

Chronicity Co.coefficient -0.225 0.217 0.198 0.058 1.000 0.026 -0.017 0.140 -0.084 

Significance 0 0.001 0.002 0.374 . 0.696 0.795 0.031 0.195 

N 237 237 235 234 237 237 237 237 237 

Hx of Tx Co.coefficient -0.116 0.171 0.230 0.176 0.026 1.000 0.549 0.158 0.067 

Significance 0.063 0.006 0.000 0.005 0.696 . 0.000 0.011 0.282 

N 257 255 253 254 237 257 257 257 257 

Hx of Px Co.coefficient -0.078 0.073 0.118 0.124 -0.017 0.549 1.000 0.059 0.017 

Significance 0.212 0.245 0.060 0.049 0.795 0.000 . 0.343 0.785 

N 257 255 253 254 237 257 257 257 257 

Trauma Co.coefficient -0.052 0.024 0.058 0.116 0.140 0.158 0.059 1.000 0.184 

Significance 0.408 0.703 0.355 0.065 0.031 0.011 0.343 . 0.003 

N 257 255 253 254 237 257 257 257 257 

Disability Co.coefficient -0.126 0.047 0.083 0.112 -0.084 0.067 0.017 0.184 1.000 

Significance 0.044 0.451 0.190 0.075 0.195 0.282 0.785 0.003 .

N 257 255 253 254 237 257 257 257 257 

Table 10.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MD patients and 

prognostic equation

B S.E Wald d.f. Significant probability Exp(B)

Noise(N) -0.251 0.063 15.782 1 0.001 0.778 

MCO(M) 0.068 0.018 13.986 1 0.001 1.070

Multiplicity(Mul) -0.673 0.328  4.204 1 0.040 0.510

Chronicity(C) -0.958 0.327 8.565 1 0.003 0.384

Disability(D) -0.665 0.314 4.495 1 0.034 0.514

Constant 1.984 0.911 4.738 1 0.030 7.269 

Y = 1.984 - 0.251N + 0.068M - 0.673Mul - 0.958C -0.6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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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Valid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prediction model by significant factors

Predictability Validity

Unimproved Improved % Correct Sensitivity Specificity

Observation % %

Unimproved 38 50 43.2 

Improved 19 125 86.8 71.4 66.7 

% Overall 70.3 

Table 1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ll factor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MD patients and prognostic 

equation

B S.E Wald d.f
Significant

probability
Exp(B)

Pain(P) -0.038 0.068  0.307 1 0.580 0.963 

Noise(N) -0.256 0.065 15.428 1 0.000 0.774

LOM(L) -0.006 0.057  0.011 1 0.916 0.994

MCO(M)  0.068 0.020 11.935 1 0.001 1.070

Multiplicity(Mul) -0.580 0.339  2.932 1 0.087 0.560

Chronicity(C) -1.025 0.339  9.143 1 0.002 0.359

Disability(D) -0.720 0.325  4.992 1 0.027 0.487

Medication(Px) -0.329 0.408  0.649 1 0.421 0.720

Treatment(Tx) -0.087 0.385  0.051 1 0.822 0.917

Trauma(T)  0.740 0.707  1.096 1 0.295 2.095

Constant 1.599 1.138  1.975 1 0.160 4.948 

Y = 1.599 - 0.038P - 0.256N - 0.006L + 0.068M - 0.580Mul - 1.025C 

 - 0.720D - 0.329Px - 0.087Tx + 0.740T

Table 13. Valid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prediction model by all factors

Predictability Validity

Observed Unimproved Improved % Correct Sensitivity % Specificity %

Unimproved 45 43 51.1 

Improved 25 116 82.3 73.0 64.3 

 % Overall 70.3 



이혜진․박준상․고명연

142

한 연구는 없으나, 정 등
18)
 은 복수 진단, 6 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동통, 심각한 정서 문제, 빈번한 병원 출

입, 투약, 구강악습관, 심각한 생활 장애등이 있는 경

우의 치료는 복잡해지고 예후도 좋지 못하 다고 하

다. 이에 저자는 초진 시의 동통, 관절잡음, 개구제

한, 최대편이개구량, 복수 진단, 병력 기간, 병원 출입 

유무, 투약력, 외상, 생활 장애를 치료 결과에 향을 

미칠 예후 인자로 보고 각 인자가 예후에 미치는 

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개선군의 병력은 1년 이내, 치료 기간

은 4개월, 치료 횟수는 10회 정도 고, 미개선군의 병

력은 27 개월, 치료 기간은 10 개월, 치료 횟수는 19회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Wedell과 Carlsson
28)
 의 보

고에 의하면 평균 치료 기간은 3개월, 평균 내원 횟수

는 4회 고, 박과 고17) 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보존

적 치료에 관한 장기 평가에서 평균 내원 횟수는 8회, 

급성군의 평균 내원 횟수는 7.2회 만성군은 12.3회로 

보고한 바 있다. Wedell과 Carlsson29) 은 병력 기간이 

길수록 예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반면, Lipton과 Marbach 30) 는 성공적으로 치료된 

MPDS 환자의 대다수가 6 개월 미만의 병력을 보

으며, 6 개월 이상의 병력을 가진 측두하악장애 환자

들 중에서도 성공적인 치료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즉 병력 기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좋으며 개선의 여지

가 크지만 병력이 6개월 이상이라도 개선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 개월 이상의 

치료로도 개선이 힘들면 미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군과 미개선군 간에 남녀의 차

이도, 연령군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Mejersjo와 

Carlsson
15)
 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과 예후와는 현저

한 상관관계는 없어서 본 연구와 일치하 으나, 만약 

있다면 연령 증가에 따른 치아 상태의 변화에 기인하

는 것 같다고 하 다. 초진 시 측두하악장애의 관절잡

음은 나이든 환자에게 빈번한 반면, 과두걸림은 젊은 

사람에 많았고, 치료 횟수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 으

며, 악관절음의 빈도와 과두걸림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초진 시의 동통의 정도는 개선군과 미개선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증상 기간이 6 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6 개월 이상인 경우에 비해 초진 시

의 동통이 더 컸다. 초진 시의 관절잡음이 클수록 예

후가 좋지 않았다. Mejersjo와 Carlsson
15)
의 연구에 

의하면 골관절증 환자는 초진 시의 기능장애 지수가 

높으나, 치료의 예후는 좋고, 관절음만 있는 환자의 

경우는 치료의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 고, Mejersjo

와 Carlsson31)의 관절 잡음이 치료에 가장 저항이 큰 

증상으로 치유가 힘들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한다 하겠

다. 초진 시의 최대편이개구량이 작을수록 예후가 불

량하 다. 단 급성군에 있어서는 개선군의 경우도 초

진 시의 최대편이개구량이 만성군의 경우보다 작았으

며, 이것은 급성 질환의 특성상 초기 증상의 심도는 

크나, 쉽게 개선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박과 

고
17)
 는 초진시의 증상이 심할수록, 치료 횟수가 많을

수록 치료의 예후가 불량하고 만성군의 경우 추적 조

사시 예후가 불량하 으며, 만성 동통환자에서 제반 

기여 요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 다. 또한 

Randolph등16)도 급성 증상이 있는 환자가 만성 증상

이 있는 환자보다 개선이 잘 된다고 하 다. 본 연구

에서도 초진 시의 증상이 심할수록 미개선군이 많았

으며, 개선되더라도 좀더 증상이 많이 남아 있었고 급

성군보다는 만성군이 예후가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측두하악관절장애에 있어서 악골에 대한 거대 외

상의 향과 원인론적 중요성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

지가 있다. 박 등17)은 갑자기 돌을 씹거나 장시간 개

구, 과다 개구, 사고나 외부로부터의 각종 충격 등으

로 악관절에 손상과 제한을 주거나 종창, 압통, 동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일회성 손상을 거대 외상으로, 구

강내 악습관, 자세성 및 직업성 악습관 등과 같이 신

체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고 혹사하는 반복

적이면서도 미약한 외상을 미세 외상으로 세분하여32) 

기왕력 조사시 거대 외상군은 미세 외상군에 비해 주.

객관적 증상 지수가 높았고, 개구량도 작았으며, 거대 

외상의 지수가 높은 것은 타박상이나 관절 조직 열상

으로 인한 염증이 기능 손상과 관절면 변형을 초래하

고 결국에는 악관절 내장이나 골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33) 예후도 불량할 것으로 예측하 다. 반

면에 DeBoever와 Keersmaekers
34)
 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 있어서 악골 손상의 빈도와 증상의 심도를 비

교하 는데, 관절과 악골에 대한 거대 외상은 측두하

악장애 발현의 원인 요소로는 중요하나, 예후에는 별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

  Mejersjo와 Carlsson
15)
 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 환

자의 2∼4%에서 3년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 으며, 

장기 치료자의 대부분은 생활에 향을 미치는 심한 

정신사회적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하 다. 또한 치료

한 환자 중 14%가 2∼3년 이내에 재발하 으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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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 심한 기능장애를 가진 환자는 치료를 종종 포

기하는 경향이 있고, 개선이 잘 안되며, 치료 기간이 

연장되고, 전신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 관계, 수면, 일, 가정 생활, 오락, 공

부에 있어서 생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았다. 특히 공부로 인한 생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치유가 어려웠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의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활 장애의 큰 요인으로 여

겨진다. 

  박과 고
17)
 는 근육 장애, 관절 장애, 근육 및 관절의 

복합 장애로 나누어 예후를 비교한 결과 복수 진단이 

단수 진단보다 예후가 불량하 으며, 복수 진단이 근

육과 관련될수록 더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고 MCO가 

낮다고 하 는 데, 이는 본 연구에서 단수 진단보다 

복수 진단이 예후가 불량한 것과 일치한다.

  Mejersjo와 Carlsson
15)
 은 154명의 여자 환자에 대

한 7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진단, 연령, 전신 건강, 교

합 부조화, 치열, 사회 환경과 같은 요인들의 장기간

의 치료 효과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 전신 건강 상

태가 불량하면 즉각적인 치료의 반응 및 장기간의 예

후에 부정적인 향을 미쳐서 치료 종결 시에도 불편

감이 좀 더 남아 있고, 다른 치과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었으며, 추적 조사 시에도 기능 장애에서 높

은 수치를 보 다. 

  관절 잡음, 최대편이개구량, 진단, 만성도, 생활 장

애가 예후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여겨지며, 

예후식에 의한 분류의 정확도는 70.3%, 민감도 

71.4%, 특이도 66.7%로서 초진시의 검사를 통하여 예

후인자를 평가하면 치료의 결과를 예측하는 진단의 

한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앞서의 연구들은 치료의 성공율에 관해 또는 여러 

요인들의 치료 효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 보고하

으나, 본 연구는 초진 시의 예후 인자로써 치료결과를 

예측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치료의 결과와 그 예후를 

평가할 때에는 동일 치료자에게 치료된 환자를 대상

으로 동일 검사자가 표준화된 방법으로 종적으로 장

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기에 횡적으로 연구를 실시하

여 치료자와 검사자 간의 표준화를 기하는 데에 어려

움이 있었다. 향후 술자 한사람이 장기간 진단에서 치

료까지 완결하여, 앞서의 예후 인자에 더하여 전신 건

강과 교합 부조화까지 포함하여 연구하면 좀 더 확률

이 높고 임상에 도움이 되는 예후식이 제시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저자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구

강내과에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게 약물치료, 

물리치료, 행동치료 및 교합안정장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이 개선된 환자 154명,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병력 기간, 병

원 출입 유무, 투약 유무, 외상 유무, 생활 장애 유무

등을 조사하고, 치료 전후의 동통, 관절잡음, 개구제

한 및 최대 편이개구량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개선군의 병력은 1년 이내, 치료 기간은 4개월, 치

료 횟수는 10회 정도 다. 반면에 미개선군의 병력

은 27개월, 치료 기간은 10개월, 치료횟수는 19회

다.

2. 미개선군에서는 복수 진단, 6개월 이상된 병력, 생

활 장애가 있는 환자가 많았다.

3. 미개선군의 경우 초진 시 관절잡음이 심하고 개구

량이 작았다.

4.치료 기간, 치료 횟수, 복수 진단, 만성도, 생활장애

와 같은 예후 인자가 개선, 미개선의 예측에 상관

성이 있었다.

5. 유의한 변수를 포함한 예후값 Y = 1.984 - 0.251 

Noise + 0.068MCO - 0.673Multiplicity - 0.958 

Chronicity - 0.665Daily activity 으며 분류의 정

확도는 70.3%, 민감도 71.4%, 특이도 66.7% 다.

6. 모든 변수를 포함한 예후값 Y = 1.599 - 0.038Pain

- 0.256Nois - 0.006Limitation + 0.068MCO -

0.580Multiplicity - 1.025Chronicity - 0.720Daily 

activity - 0.329Medication - 0.087Treatment +

0.740Trauma 으며 분류의 정확도는 70.3%, 민

감도 73.0%, 특이도 64.3% 다.

7. 본 연구 대상에서 유의한 변수를 포함한 개선군의 

예후값은 1.0446±1.0726 고, 미개선군의 예후값

은 -0.013±1.0146 다. 또한 모든 변수를 포함한 

개선군의 예후값은 1.0465±1.0849 고, 미개선군

의 예후값은 -0.057±1.061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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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Prediction on the Conservative Treatment Outcome 

of TMD Patients by Prognostic Factors

Hye-Jin Lee D.D.S., June-Sang Park D.D.S.,Ph.D., Myung-Yun Ko, D.D.S., 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conservative treatment outcome of TMD patients by investigating the 

prognostic factors ; symptom duration, history of previous treatment, history of previous medication, history of trauma, 

disability of daily activity, severity of pain, noise, limitation of mouth opening(LOM) and maximum comfortable 

opening(MCO).

. Two hundreds and fifty-four subjec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mong the TMD patients who had visited the Dept. 

of Oral Medicine BNUH and been treated conservatively with medication, physical therapy, behavioral treatment, and 

splint therapy from 1991 to 2000.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mproved or unimproved according to the treatment response following six 

months of conservative treatment. Those who showed less than 1 on NAS for pain, TMJ noise, and opening limitation 

belonged to the improved group and those who showed more than 2 on NAS belonged to the unimproved group.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symptom severity, number of diagnosis, history of trauma, previous 

treatment, previous medication, and disability of daily activity.

  A prognostic equation with the factors reveale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ognosis of conservative treatment 

was obtain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improved group, mean duration of history was 12 months, mean treatment duration of a patient was 4 months an 

mean number of treatment was about 10 times. In other words, in unimproved group, mean duration of history was 

27.4 months, mean treatment duration of patient was 10.5 months and mean number of treatment was 19 times.

2. In unimproved group, multiple diagnosis, chronicity, disability of daily activity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the improved group.

3. Patients in unimproved group revealed severe noise at first visit and smaller maximum comfortable opening 

comparatively.

4. Prognostic factors such as duration of treatment, number of treatment, multiplicity, and chronicity and disability of daily 

activity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 in prediction of improvement.

5. Prognostic equation with significant variables is as follows ;

   Y = 1.984 - 0.251Noise + 0.068MCO - 0.673Multiplicity. - 0.958Chronicity - 0.065Disability.

   Classification accuracy of 70.3 %, sensitivity of 71.4% and specificity of 66.7% were shown.

6.  Prognostic equation with all factors is as follows :

   Y = 1.599 - 0.038Pain - 0.256Noise - 0.006Limitation + 0.068MCO - 0.580Multiplicity - 1.025Chronicity - 0.720Disability -

0.329Medication - 0.087Treatment + 0.740Trauma.

   Classification accuracy of 70.3 %, sensitivity of 73% and specificity of 64.3% were shown.

7. Prognostic value of the improved group with significant factors was 1.0446±1.0726 and prognostic value of the 

unimproved group with significant factors was -0.013±1.0146. Prognostic value of the improved group with all factors 

was 1.0465±1.0849 and prognostic value of the unimproved group with all factors was -0.057±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