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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된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보존  처치에 따른 후

부산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 교실

장동훈ㆍ태일호ㆍ안용우ㆍ고명연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 재발환자의 증상과 보존  치료결과에 하여 알아보고자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 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되어 약물요법,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 등 보존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 되어 

치료 종결하 으나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증상이 재발하여 재치료하여 치료 종결된 환자 53명에서 치료 , 후의 진단

명, 증상, 치료방법, 치료횟수, 치료결과를 비교,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재발군과 원발군은 모두 보존  치료로 증상이 히 개선되었다.

2. 재발군과 원발군의 진시 증상은 통증, 최  편이개구량은 차이가 없었으나 잡음과 개구제한은 원발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 다.

3. 재발군과 원발군의 치료 종결시 증상은 통증, 개구제한, 잡음, 최  편이개구량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재발군과 원발군 모두 치료방법, 성, 병명에 따른 치료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5. 치료 횟수에 따른 치료 결과에서 횟수가 재발군에서 10회 미만으로 어드는 경향을 보 다.

주제어: 재발된 측두하악장애 환자, 보존  치료

1)Ⅰ. 서    론

  측두하악 장애는 작근  측두하악 과 그 

련구조, 혹은 이들 두군데 모두에서 나타나는 수많

은 임상  문제들을 포함하는 집합  용어이다.1) 측

두하악 장애는 크게 장애와 작근장애, 혹은 

이 둘이 복합 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

다.2) 측두하악 장애환자의 치료 목표는 동통을 완

화시키고 해로운 하 을 감소시키며 기능  정상  

일상활동을 회복시켜주는데 있다.
3)
 

 정상 성인에 한 횡  역학 연구는 40～75%가 

어도 한가지의 기능장애의 징후를 가지고 있다

는 유병율을 보여주었다. 약 33%의 사람들은 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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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4-7)
 다른 연구에 의

하면 측두하악 과 연 된 징후를 지닌 비율이 5

0～75%이고, 그  20～25%가 증상을 호소했으며 치

료를 요하는 비율은 3～4% 라고 보고하 다.
5)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측두하악 장애의 징후와 증

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단지 3.6～7%만이 치료

를 필요로 하는 측두하악 장애환자로 분류된

다.8-11)

  체 인구의 은 비율만이 이 병에 한 조언을 

구하고자 하고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더욱 소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개인은 더

욱 효과 으로 리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보존

으로 리되어야 한다.
12)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치료

방법에는 환자교육, 물리치료, 행동조 , 약물, 교합안

정장치 등의 가역 이며 비침습 인 방법과 자연치 

교합조정, 보철치료, 강내 천자법, 경술, 턱

수술이나 턱교정수술 같은 외과  술식을 포함하

는 비가역 이며 침습 인 치료가 있다.13) 우선 으

로 보존 이고 가역 이며 비외과  치료를 시행해

야 하고 비가역 인 치료는 가  최소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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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보존  치료결과에 해서 Laskin 등

15)
은 135명

의 근육장애환자에 해 운동요법, 투약,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치료 등을 시행하여 85%의 치료효과를 

보고하 다. Carraro 등
16)

은 교합안정장치만을 사용

한 치료에서 치료 성공률이 근육장애만을 지닌 환자

군에서 85%, 장애 환자군에서 70%, 근육장애를 

동반한 장애에서의 76%라고 보고하 다. 

  측두하악 장애는 부분의 근골격성 장애와 마

찬가지로 일시 이고 자기한정성일수 있으므로 장기

간에 심각한 향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해결되지

만,17) 5가지의 요한 발병 원인 즉 (1) 교합상태, (2) 

외상, (3) 정서  스트 스, (4) 심부통증유입, (5) 이

상기능활동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치유를 방해하거나 

증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18) 치료의 후는 이러한 여

러 기여 요인들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성 근골격

성 통증을 조기에 치료하면 환자에게 큰 만족감을 주

고, 일상 생활의 손실을 없게 하며, 만성 통증상태로 

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 에 통증의 빈도가 

고 일상 생활을 잘 하는 환자는 좋은 후를 가진

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성공 인 치료결과는 가능

한 모든 기여요인들을 밝 내는 것에 좌우되고 기 

평가가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에 많이 의존한

다.19) 기여 요인의 감소는 교육, 행동수정, 바이오피드

백, 운동 요법 등의 술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에게도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복수진단, 6개월이상 계속된 만성 통증, 우울, 불

안 등 심각한 정서문제, 빈번한 병원 출입, 투약, 구강 

악습 , 심각한 생활장애 등이 있는 경우의 치료는 복

잡해지고 후도 좋지 못하다.20)

  부분의 환자들은 보존 인 치료에 의해 증상  

징후의 개선을 나타내고 있으나 치료가 종결된 환자

들에서도 증상이 재발하여 재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
21)

와 안
22)
 등은 이러한 측두하악장애 재발환

자의 임상 양태와 치료에 한 연구에서 재발환자들

Diagnosis

Muscle disorder Joint disorder Combined disorder

Primary Recurred Primary Recurred Primary Recurred

Gender
Male 1 0 4 5 7 7

Female 4 8 18 17 19 16

Table 1. Gender, diagnosis, distribution of primary and recurred TMD patients.

의 기여 요인과 양상, 치료 결과에 하여 보고한바 

있다. 보존 인 치료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해 측두

하악 장애 재발환자의 재치료시의 보존  치료의 

결과를 진시와 비교, 분석하여 진시와의 차이

을 밝 내는 일은 의미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측두하악 장애 재발환자에서 보존

 치료에 따른 증상, 치료 횟수, 치료 방법  치료 

결과를 진시와 재발시에 비교 연구하여 보존  치

료에 따른 후를 평가하는 것이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

에 내원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단
23)

되어 행동조 , 

약물요법,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 등 보존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 되어 치료 종결한 환자 53명의 첫번

째 진료시를 원발군( 조군)으로 하고 원발군이 1992

년부터 2002년 사이에 증상이 재발하여 부산 학교

병원 구강내과에 재내원하여 보존 인 방법으로 재

치료시를 재발군(실험군)으로 설정하 다(Table 1). 

2. 연구방법

1) 진단명에 따른 분류

  진 내원시의 원발군을 근육성, 성, 근육  

성(복합성)으로 구분하 고 재발군에서도 재내

원시의 진단명을 구분하여 분포를 비교하 다.

2) 증상변화의 비교

  수의 등 에 의한 유추척도(numerical analogue 

scale : NAS)20)를 이용하여 통증, 잡음, 개구제한

(limitation of motion, LOM)을 수량화하고 최 편이

개구량(maximum comfortable opening, MCO)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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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단 로 측정하여 원발군과 재발군에서 진  

치료종결시의 증상을 비교하 다.

3) 치료방법의 비교

  원발군과 재발군에서 물리치료 혹은 약물치료만 

시행했을 때와 이 두가지를 동시에 치료했을 때, 그리

Pain(NAS) Noise(NAS) LOM(NAS) MCO(mm)

Primary

(n= 53)
4.25 ± 2.2 3.49 ± 2.7 4.32 ± 2.4 34.62 ± 10.3

Recurred

(n= 53)
4.43 ± 2.0 2.07 ± 2.3 2.54 ± 2.4 37.32 ± 8.2

P 0.591 0.003 < 0.001 0.060

 Primary in Male

(n= 12)
3.69 ± 2.1 3.62 ± 2.5 4.15 ± 2.3 37.71 ± 12.6

Recurred in Male

(n= 12)
4.54 ± 2.7 2.12 ± 1.6 2.23 ± 2.2 35.65 ± 11.0

P 0.315 0.065 0.006 0.505

Primary in Female

(n= 41)
4.43 ± 2.2 3.44 ± 2.8 4.38 ± 2.5 33.63 ± 9.4

Recurred in Female

(n= 41)
4.40 ± 1.8 2.06 ± 2.5 2.64 ± 2.4 37.85 ± 7.2

P 0.942 0.016 0.001 0.009

Primary in Muscle disorder

(n= 5)
5.60 ± 1.1 0.60 ± 0.9 4.80 ± 1.1 27.60 ± 9.1

Recurred in Muscle disorder

(n= 8)
4.13 ± 1.8 1.38 ± 2.4 1.25 ± 1.8 40.13 ± 5.1

P 0.099 0.436 0.002 0.033

Primary in Joint disorder

(n= 22)
3.55 ± 2.4 3.89 ± 2.6 4.32 ± 2.2 37.14 ± 10.2

Recurred in Joint disorder

(n= 22)
4.06 ± 1.8 2.61 ± 2.5 3.09 ± 2.4 36.82 ± 8.3

P 0.424 0.105 0.086 0.910

Primary in Combined disorder

(n= 26)
4.75 ± 1.8 3.62 ± 2.7 4.08 ± 2.8 33.86 ± 10.3

Recurred in Combined disorder

(n= 23)
5.00 ± 2.2 1.72 ± 1.9 2.24 ± 2.4 37.37 ± 8.8

P 0.664 0.007 0.017 0.205

Table 2. Comparison of the symptoms at the first visit between primary and recurred patient.

고 이 두가지 치료법에 교합장치치료(splint therapy, 

SP)를 추가로 실시했을 때의 치료 결과를 비교하 다. 

4) 치료기간의 비교

  원발군과 재발군에서 치료기간에 따른 치료 결과

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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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NAS) Noise(NAS) LOM(NAS) MCO(mm)

Primary 

(n= 53)
0.51 ± 1.2 1.05 ± 1.7 0.46 ± 1.0 42.41 ± 6.2

Recurred

(n= 53)
0.53 ± 1.0 1.06 ± 1.7 0.40 ± 1.2 42.13 ± 5.4

P 0.911 0.991 0.776 0.789

 Primary in Male

(n= 12)
0.62 ± 1.4 1.46 ± 1.9 0.77 ± 1.5 44.15 ± 10.4

Recurred in Male

(n= 12) 
0.23 ± 0.39 1.00 ± 1.4 0.19 ± 0.4 43.31 ± 5.9

P 0.287 0.523 0.166 0.800

Primary in Female

(n= 41)
0.48 ± 1.1 0.92 ± 1.6 0.36 ± 0.8 41.85 ± 4.2

Recurred in Female

(n= 41)
0.63 ± 1.1 1.07 ± 1.8 0.47 ± 1.4 41.76 ± 5.3

P 0.436 0.677 0.684 0.916

Primary in Muscle 

disorder

(n= 5)

1.00 ± 1.0 0.00 ± 0.0 1.06 ± 1.5 41.60 ± 7.1

Recurred in Muscle 

disorder

(n= 8)

1.38 ± 2.1 1.13 ± 2.4 0.00 ± 0.0 43.63 ± 1.2

P 0.678 0.229 0.017 0.576

Primary in 

Joint disorder

(n= 22)

0.20 ± 0.7 1.32 ± 1.7 0.41 ± 0.8 41.59 ± 4.4

Recurred in 

Joint disorder

(n= 22)

0.30 ± 0.6 0.91 ± 1.7 0.62 ± 1.7 42.00 ± 5.9

P 0.649 0.435 0.601 0.797

Primary in 

Combined disorder

(n= 26)

0.67 ± 1.4 0.80 ± 1.3 0.32 ± 1.0 43.92 ± 6.5

Recurred in

Combined disorder 

(n= 23)

0.83 ± 1.9 1.20 ± 1.6 0.30 ± 0.6 41.61 ± 5.6

P 0.753 0.346 0.949 0.187

Table 3. Comparison of the symptoms at the last visit between primary and recurr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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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횟수의 비교

  원발군과 재발군에서 치료횟수에 따른 치료결과를 

비교하 다.

6) 통계학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로그램(SPSS 12.0 for 

window)을 이용하 으며, 원발군과 재발군의 진

시, 치료종결시의 증상비교와 진시  치료종결시

의 증상비교를 paired-t 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으며 치료방법, 성별, 병명, 치료기간, 치료횟수에 

따른 치료결과를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 다.

Ⅲ. 연구결과

1. 원발군과 재발군의 진시의 증상비교

  진시의 증상비교에서 잡음과 개구제한이 재

발군에서 수치가 낮게 나타났고 통증, 편이 개구량은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편이 개구량은 

다소 증가된 경향을 보 다(p=0.060). 성별에 따른 

진시 증상의 차이  진단명에 따른 진시의 증상의 

차이 한 잡음과 개구제한이 재발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 으며 통증, 편이 개구량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발군에서 복합장애로 진단받

은 환자들은 원발군에 비하여 낮은 잡음과 개구

제한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2).

2. 원발군과 재발군의 치료 종결시 증상비교

 

  원발군과 재발군의 치료종결시의 증상비교에서 통

증, 잡음, 개구제한, 최 편이개구량에서 유의한 

Pain(NAS) Noise(NAS) LOM(NAS) MCO(mm)

Primary
first visit 4.25 ± 2.2 3.49 ± 2.7 4.32 ± 2.4 34.62 ± 10.3

Last visit 0.50 ± 1.2 1.05 ± 1.7 0.47 ± 1.0 42.41 ± 6.2

P < 0.001 < 0.001 < 0.001 < 0.001

Recurred
first visit 4.44 ± 2.0 2.07 ± 2.3 2.48 ± 2.4 37.23 ± 8.2

Last visit 0.53 ± 1.0 1.06 ± 1.7 0.39 ± 1.2 42.13 ± 5.4

P < 0.001 < 0.001 < 0.001 < 0.001

Table 4. Comparison of symptoms at the first visit and the last visit between primary and recurred patients.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원발군과 재발군 모두 성, 병

명에 따른 치료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3. 원발군과 재발군의 진시  치료종결시 

증상비교

  원발군과 재발군에서 통증, 잡음, 개구제한, 최

편이 개구량의 4가지 증상 모두가 진시에 비해 

치료종결시에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음이 찰되었다

(Table 4).

4. 시행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결과

  원발군에서 물리치료 혹은 투약만을 시행한 환자

는 5명이었고 그  5명 모두가 50%이상의 증상 개선

을 보 다. 물리치료와 투약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 28

명  27명이 50%이상의 증상 개선이 되었으며, 이 두 

가지 치료에 추가 으로 교합안정장치치료(SP)를 받

은 환자는 20명이었고 이  20명 모두가 75%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으나 이들 사이의 통계학  유의성

은 찰되지 않았다. 

  재발군에서 물리치료 혹은 투약만을 시행한 환자

는 4명이었고 그  3명이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다. 물리치료와 투약을 동시에 시행한 25명의 환자 

모두가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고, 이 두 가지 치

료에 추가 으로 교합안정장치치료(SP)를 받은 환자

는 24명이었으며 모두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으

나 이들 사이의 통계학  유의성은 찰되지 않았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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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cure(%) 3/4 improvement(%) 1/2 improvement(%) unimprovement(%)

Primary 

(n=39)

Recurred 

(n=33)
P

Primary 

(n=9)

Recurred

(n=14)
P

Primary 

(n=4)

Recurred

(n=5)
P

Primary 

(n=1)

Recurred

(n=1)
P

PT*+M** + SP***
18

(46.2)

15

(45.5)

0.896

2

(22.2)

6

(42.9)

0.513

0

(0.0)

3

(60.0)

0.19

0

0

(0.0)

0

(50.0)

0.333PT + M
19

(48.7)

17

(51.5)

5

(55.6)

7

(50.0)

3

(75.0)

1

(20.0)

1

(100.0)

0

(0.0)

PT / M
2

(5.1)

1

(3.0)

2

(22.2)

1

(7.1)

1

(25.0)

1

(20.0)

0

(0.0)

1

(50.0)

PT
*: Physical treatment, M**: Medication, SP***: Splint

Table 5. Treatment outcomes according to different treatment modalities.

Complete

cure(%)
3/4 improvement(%) 1/2 improvement(%) unimprovement(%)

Primary

(n=39)

Recurred

(n=33)
P

Primary

(n=9)

Recurred

(n=14)
P

Primary

(n=4)

Recurred

(n=5)
P

Primary

(n=1)

Recurred

(n=1)
P

Male
8

(20.5)

8

(24.2)
0.780

2

(22.2)

4

(28.6)
0.735

2

(50.0)

0

(0.0)
0.167

0

(0.0)

0

(0.0)
1.00

Female
31

(79.5)

25

(75.8)

7

(77.8)

10

(71.4)

2

(50.0)

5

(100.0)

1

(50.0)

1

(50.0)

Table 6. Treatment outcomes according to gender.

Complete

cure(%)

3/4 

improvement(%)

1/2

improvement(%)
Unimprovement(%)

Primary

(n=39)

Recurred

(n=33)
P

Primary

(n=9)

Recurred

(n=13)
P

Primary

(n=4)

Recurred

(n=5)
P

Primary

(n=1)

Recurred

(n=1)
P

Muscle 

disorder

2

(5.1)

4

(12.1)

0.527

2

(22.2)

1

(7.7)

0.573

1

(25.0)

2

(40.0)

1.00

0

(0.0)

0

(0.0)

1.00
Joint 

disorder

18

(46.2)

16

(48.5)

3

(33.3)

3

(23.1)

1

(25.0)

2

(40.0)

0

(0.0)

1

(50.0)

Combined 

disorder

19

(48.7)

13

(39.4)

4

(44.4)

9

(69.2)

2

(50.0)

1

(20.0)

1

(100.0)

0

(0.0)

Table 7. Treatment outcomes according to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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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cure(%)

3/4

improvement(%)

1/2

improvement(%)
Unimprovement(%)

Primary

(n=39)

Recurred

(n=33)
P

Primary

(n=9)

Recurred

(n=14)
P

Primary

(n=4)

Recurred

(n=5)
P

Primary

(n=1)

Recurred

(n=1)
P

<6mns
29

(74.4)

27

(81.8)

0.681

8

(88.9)

12

(85.7)

1.000

4

(100.0)

4

(80.0)

1.000

1

(100.0)

1

(100.0)

1.000 1yr> ≧ 6mns
8

(20.5)

4

(12.1)

1

(11.1)

2

(14.3)

0

(0.0)

0

(0.0)

0

(0.0)

0

(0.0)

2yrs> ≧ 1yr
2

(5.1)

2

(6.1)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Table 8. Treatment outcomes according to treatment period.

5. 성별에 따른 치료결과

  원발군에서 남성환자 12명 모두 50%이상의 증상개

선을 보 고 여성환자 41명  40명이 50%이상의 증

상개선을 보 다. 둘 사이의 통계학  유의성은 찰

되지 않았다.

  재발군에서 남성환자 12명 모두 75%이상의 증상개

선을 보 고 여성환자 41명  40명이 50%이상의 증

상개선을 보 다. 둘 사이의 통계학  유의성은 찰

되지 않았다(Table 6).

6. 병명에 따른 치료결과

  원발군에서 근육장애환자 5명 모두가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고, 장애환자는 22명 모두가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다. 근육장애와 장애

를 동시에 지닌 복합장애환자 26명  25명이 50%이

상의 증상개선을 보 으나 통계학 인 유의성은 없

었다.

  재발군에서는 근육장애환자 7명 모두가 50%이상

의 증상개선을 보 고, 장애환자 22명  21명이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다. 복합장애환자 23명 

모두가 50% 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다. 통계학 인 

유의성은 찰되지 않았다(Table 7).

7. 치료기간에 따른 치료결과 

  원발군에서 6개월 이하로 치료받은 42명의 환자  

41명이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고 6개월이상 1년

이하로 치료받은 9명의 환자 모두가 75%이상의 증상

개선을 보 다. 1년이상 2년이하로 치료받은 환자 2

명 모두가 완 한 증상개선을 보 다. 원발군에서 치

료기간이 늘어날수록 치료결과는 정 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학 인 유의성은 찰되지 않았다.

  재발군에서 6개월 이하로 치료받은 44명의 환자  

44명이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고 6개월이상 1년 

이하로 치료받은 6명의 환자 모두가 75%이상의 증상

개선을 보 다. 1년 이상 2년 이하로 치료받은 환자 

3명 모두가 50%이상의 증상개선을 보 다. 재발군에

서의 치료기간과 증상개선의 통계학  유의성은 발

견되지 않았다(Table 8).

8. 치료횟수에 따른 치료결과

  원발군에서 10회 미만의 치료를 받은 35명의 환자

 30명이 증상개선을 보고하 고 10회 이상 치료를 

받은 18명의 환자 모두가 증상개선을 보고하 다. 치

료횟수가 증가될수록 환자의 증상도 개선되었다.

  재발군에서 10회 미만의 치료를 받은 44명의 환자

 39명이 증상개선을 보고하 고 10회 이상의 치료

를 받은 9명의 환자  8명이 증상개선을 보고하 다. 

치료횟수가 증가될수록 체로 환자의 증상도 개선되

었지만 통계학  유의성은 찰되지 않았다(Table 9).

Ⅳ. 총   고찰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성공률은 80% 혹은 그 이상

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많은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은 

반복 으로 치료실을 방문하며 수년에 걸쳐 지속

인 증상의 재발을 경험한다.
24)
 한 치료의 효율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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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해서 증상과 징후의 자발  변화를 알아내

야 하지만 이 한 어려운 일이다. 장기 인 병인론에 

한 연구를 통해 측두하악장애는 스스로 제한되고 

진 인 진행을 보이지 않는 질환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한 장기 인 측두하악장애의 증상과 징후

는 치료와 상 없이 변화한다. 

  여러 측두하악장애에 한 보존 이며 가역 인 

치료와 비보존 이며 비가역 인 치료에 의한 장기

 연구결과의 비교에서 매우 흥미있는 것은 보존  

치료  비보존  치료가 70-85% 정도의 비슷한 성

공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환자군 간의 모집단에서 다

소 차이는 보이지만 두 치료법은 거의 동등한 치료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행동수정, 물리치료, 약

물요법, 정형장치 등과 같은 보존 이고 가역 인 치

료가 거의 모든 측두하악 장애의 기 치료에 추

천되고 있다.
25-27)
 

  측두하악장애 재발환자에 한 국내 연구에서 고21) 

등은 재발 환자의 임상 양태를 분석한 결과 복수 진

단환자가 재발군에서 많은 경향을 보 으며 한 

련된 구강 악습 을 많이 가진 것으로 분석하 다. 

한 노28) 등은 SRRS를 이용한 재발 환자의 생활 변화

에 한 연구에서 재발군의 생활 변화량이 조군에 

비해 많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 고 스트 스와 재

발 경향에 한 계에 하여 언 하 다. 안22) 등은 

재발환자가 재내원시에 나타내는 증상이 진시보다 

더 심하지 않다고 하 고 한 재발환자에서 치료기

간이 원발환자보다 더 짧다고 하 다. 한 치료횟수 

역시도 재발환자군이 더 었다고 보고하 다. 이는 

측두하악장애의 재발이 진시에 비해 상태가 진행

되거나 악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

여 다. 측두하악장애의 자기한정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성과에서 보고

되는 것처럼 측두하악장애에 있어서 왜 보존 인 치

료가 비보존 인 외과치료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를 입증하는 이다. 

  이번 연구는 측두하악 장애를 주소로 진 내

원하여 이러한 통상 인 보존 인 치료로 증상이 개

선되었으나 증상이 재발하여 다시  보존 인 치료

를 받은 경우 증상의 개선이 다시 이루어지는지를 

진시와 비교,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원발군과 재발군의 진시 증상 비교에서는 

잡음과 개구제한에서 재발군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최 편이개구량에서도 재발군

에서 낮은 경향을 보 다. 이는 환자가 동일 치료 기

에서 치료받은 경우 좀더 조기에 내원하게 되고 통

증에 한 역치가 상 으로 높아진 것이라는 안22) 

등의 보고와 같은 결과라 하겠다. 원발군과 재발군의 

치료 종결시에서는 증상의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원발군과 재발군의 진시  치료종결시의 증상

비교에서는 모두 유사한 증상 개선의 양상을 보 다. 

이는 재발군 역시 통상 인 보존 인 치료에 같은 반

응을 보인다고 사료된다.

  치료방법과 성별, 병명, 치료기간에 따른 치료 결과

의 비교에서는 원발군과 재발군에서 차이는 없었다.

  치료회수에 따른 치료결과의 비교에서는 원발군에

서 치료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상의 개선이 이루어지

는 경향을 보 으며 재발군에서는 원발군에 비해 치

료 횟수가 10회 미만으로 어드는 경향을 보 다. 이

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의 치료경험으로 인해 환

자의 치료법에 한 응성과 통증 역치가 증가한 결

과로 사료된다.

  154명 환자에 한 후향  연구에 의하면 부분의 

측두하악 장애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난 7년후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9)
 하지만 많은 측두하악 장애 환자

들은 반복 으로 치료실을 방문하여 수년에 걸쳐 지

속 인 증상의 재발을 경험한다.19) 이러한 재발의 원

인은 불충분하거나 부 한 진단과 제 로 다루어

지지 않거나 찾아내지 못한 기여 요인 그리고 환자의 

동기 부여  유지, 리의 실패 등이 있을 수 있다.30) 

따라서 재발 환자의 경우 이러한 을 고려하여 

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측두하악 장애 재발환자에서 

시행한 보존  치료의 효과에 한 장기간의 성과를 

평가하 으며, 그 결과 물리치료, 투약, 교합안정장치

를 포함하는 보존  치료의 시행으로 치료효과  장

기간의 후가 우수하 다. 측두하악 장애의 증상

은 일시 이거나 유동 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기 

제한 이라는 특성 때문에 치료 기부터 비가역

인 방법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이번 연구 결과에서처

럼 보존 인 치료의 결과는 재발 환자에게서도 우수

하다. 따라서 임상가는 재발시 재검사, 재진단을 통해 

환자의 기여 요인과 재발된 원인등을 히 악하

여 합한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증상을 조 하며 

환자의 유지, 리를 통하여 재발 경향을 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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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자는 측두하악장애 재발환자의 증상과 보존  

치료결과에 하여 알아보고자 1991년부터 2001년까

지 부산 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측두하악장애

로 진단되어 약물요법,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 등 보

존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 되어 치료 종결하 으

나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증상이 재발하여 재치

료하여 치료 종결된 환자 53명에서 치료 ,후의 진단

명, 증상, 치료방법, 치료횟수, 치료결과를 비교,연구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재발군과 원발군은 모두 보존  치료로 증상이 

히 개선되었다.

2. 재발군과 원발군의 진시 증상은 통증, 최  편이

개구량은 차이가 없었으나 잡음과 개구제한

은 원발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 다.

3. 재발군과 원발군의 치료 종결시 증상은 통증, 개구

제한, 잡음, 최  편이개구량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재발군과 원발군 모두 치료방법, 성, 병명에 따른 

치료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5. 치료 횟수에 따른 치료 결과에서 횟수가 재발군에

서 10회 미만으로 어드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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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rognosis of Recurred TMD Patients According to Conservative Treatment

Dong-Hun Jang, D.D.S.,M.S.D., Il-Ho Tae, D.D.S.,M.S.D., 

Yong-Woo Ahn, D.D.S.,M.S.D.,Ph.D. Myung-Yun Ko, D.D.S.,M.S.D.,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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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first visits and the recurred time of TMD patients 

about the number of visits, the treatment plans, the symptoms and the results after the conservative treatments. This 

could lead us to assess the prognoses of TMDs treated conservatively.

  We investigated 54 patients who have visited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in PNUH from 1991 to 2001, diagnosed 

as TMDs and treated conservatively with medications, physical therapies and splints. The treatments were terminated 

since the subjects have shown much improvements and resumed when TMDs recurred from 1992 to 2002. We researched 

the diagnoses, symptoms, the number of visits, the treatment plans and the results comparing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s were carried out and following are the results.

1. Both the primary and the recurred groups improved after having been treated conservatively.

2. Both the primary and the recurred groups showed no differences in pains and MCOs when they first visited though 

the noises and LOMs turned out to be more serious in primary group.

3. Both the primary and the recurred groups had no differences in pains, noises, LOMs, MCOs when the treatments were 

over.

4. The results of treatments were not affected by treatment plans, sex, diagnoses in both primary and recurred groups.

5. Most of the patents tended to visit less than 10 times in recurr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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