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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임상적 연구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옥수민․김창용․정성희․안용우․고명연

본 연구는 부산 청소년의 측두하악장애의 양태, 증상과 진단명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시행하

였다. 2000년과 2008년에 내원한 12-19세 청소년의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를 조사하여 성별, 나이, 악관절환자를 위한 조사

설문지, 원인, 진단명, 장치치료여부, 치료종결시 Pain NAS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1. 2000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청소년 내원 환자수가 증가했다. 이 중 남자 청소년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다.

2. 2000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청소년이 개구제한보다는 소리를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악습관 중 이갈이,

이악물기, 턱괴기, 수면의 질 저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 골관절염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과운동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 골관절염 환자에서2000년도에 비해 2008년도 10대 청소년의 남자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턱괴기, 이갈이, 이악물기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지난 10년간 공통적으로 골관절염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턱괴기, 이갈이, 이악물기가

골관절염 발병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제어: 측두하악관절장애, 청소년, 후향적 연구

1)Ⅰ. 서 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는 구강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

환으로서 구강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치성 동통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이다. 측두하악장애는 측두하

악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과 저작근 및

주위조직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통, 하악의 운

동범위의 감소나 관절잡음 등을 주요한 임상 특징으

로 한다
1-2)
.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

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섯 가지 중요한 요인은 교

합상태, 외상, 정서적 스트레스, 심부통증유입, 이상기

능활동이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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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행된 다수의 역학 연구들
4-21)

이 비록 진

단 기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표본

인구의 평균 41%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측두하악장

애와 관련된 임상증상을 나타내고 평균 56%가 적어

도 하나이상의 징후를 보인다. 이는 측두하악장애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3)
.

청소년기의 측두하악장애는 학습장애, 수면장애,

학교결석, 약물남용 등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많

고,
22)

방치시 심한 임상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23)
.

Huddleston 등
24)

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또한 Nilsson 등
25)

은 자각적 TMD 발병률이 연령증가에 따라 증가하

며, 이는 특히 소녀에서 더 두드러진다 하였다.

2006년 이
26)

등은 구강내과를 방문한 환자들의 성

비를 보면 남성이 40%, 여성이 60%라 하였고 이 중

측두하악장애의 비율도 역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10-20대에서 유병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보아 점차 측두하악장애의 발생연령대가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측두하악장애에 관한 역학연구는 전 세계각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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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4-21)

가 실시

된 바 있으며, 20여 년 전 국내에 처음 측두하악장애

가 소개된 이후로 국내에서도 다수의 역학조사27-33)가

이루어 졌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횡적인 연구로 행해

졌으며 청소년의 TMD 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한 연구는 없었다. 현재 측두하악장애 환자가 계속 증

가하고 있고, 특히 발생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이 시

점에서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이 개선된 최근에는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측두하악장애를 가진 청소

년환자들의 성, 나이, 병력, 주소, 진단명, 기여요인 등

총괄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증가하는 청소년 측두하

악장애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조

사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0년도와 2008년도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

내과에 측두하악장애를 증상으로 내원한 10대 청소

년(만12-19세)을 대상으로 측두하악분석검사를 시행

하였고 분석검사 내 설문항목, 검사항목과 진단명을

조사하여 부산 청소년 측두하악장애 양상의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2000년도 총 초진 환자

2317명과 2008년도 총 초진 환자 3080명 중 초진 내

원한 565명(여 347명, 남 218명)과 650명(여 355명, 남

295명)의 청소년 중 챠트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타 이

유로 찾을 수 없었던 차트를 제외한 모든 내원 환자

차트를 조사하여, 2000년도 174명(여자; 104명, 평균

나이 16.39세±2.20, 남자; 70명, 평균나이 16.54세±

1.89)과 2008년도 491명(여자; 286명 평균나이 16.27세

±2.00, 남자; 205명 평균나이 16.67세±1.94)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Table 1).

year
Total

patient

Adolescent patient Mean Age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2000 2317 218 347 565 16.54±1.89 16.39±2.20

2008 3080 295 355 650 16.67±1.94 16.27±2.00

Table 1. The distribution of gender and age.

2. 조사항목

성별, 나이, 측두하악장애환자를 위한 조사설문지

(Fig. 1), 원인, 진단명, 장치치료여부, 수의 등급에 의

한 유추 척도 (Numerical Analog Scale : NAS, range

0-10)로 표현한 치료 종결 시 통증수준을 조사하였다.

3. 통계 분석

SPSS프로그램(SPSS version12.0)을 이용한 독립

표본의 T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시행

하여 2000년도와 2008년도간 각 항목의 유의한 변화

여부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2000년도와 2008년도에 초진 내원한 청소년 환

자와 그 외 연령 군의 TMD 환자의 비율 비교

2000년 처음 내원한 청소년 환자는 565명(18.30%),

2008년도 650명(21%)이었다(Fig. 2,3).

2. 2000년도와 2008년도에 초진 내원한 남/여 청

소년 환자의 비율 비교

2000년 처음 내원한 청소년 565명 중 남자 비율이

38.58%이었고, 2008년 처음 내원한 청소년 650명 중

남자 비율이 45.38%이었다(Fig. 4,5).

3. 2000년도와 2008년도에 내원한 나이별 환자 비

율 비교

2000년도와 2008년도에 내원한 나이별 환자 비율

비교해 보았을 때, 15세와 18세의 내원 비율은 증가하

였고, 19세의 내원 비율은 감소하였다(p<0.05,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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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 환자를 위한 조사설문지

다음은 환자 여러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찰하고 치료해 드리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하십시오

1부

1항 - 입을 벌리고 다물 때 턱에서 소리가 나며 그것이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까?

2항 - 턱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자유롭게 일을 벌리지 못합니까?

3항 - 입을 크게 벌리거나 씹을 때 통증이 있습니까?

4항 – 귀나 귀 앞부위에 통증이 있습니까?

5항 – 얼굴, 뺨, 턱, 목구멍 또는 관자놀이에 통증이 있습니까?

6항 – 원하는 만큼 입을 벌리지 못하십니까?

7항 – 식사를 많이 하고난 후나 치과 치료 후 당신은 턱이 피곤하다고 느낍니까?

8항 – 아래 윗니가 불편하게 물린다고 느낍니까?

2부

1항 – 밤중에 이를 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항 – 아래 윗니를 꽉 물고 있는 버릇이 있습니까?

3항 – 아침에 일어날 때 불편하거나 두통이 있습니까?

4항 – 항상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으십니까?

5항 – 턱에 외상이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6항 – 습관적으로 껌을 씹거나 파이프담배를 피우십니까?

3부

1항 –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잠을 설치십니까?

2항 –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일상활동이나 다른 행동에 제약을 받으십니까?

3항 –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약물치료를 받거나 약을 드십니까? (진통제, 근육이완제, 항우울제 등)

4항 –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식욕의 변화를 느낍니까?

5항 – 통증이나 불쾌감이 좌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까?

4부

1항 – 다른 관절의 염증이나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십니까?

2항 – 신경성 위장장애나 궤양으로 고통을 받으십니까?

3항 - 변비나 장염으로 고통을 받으십니까?

4항 – 등이나 목의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십니까?

5항 – 피부병이나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십니까?

6항 – 턱의 근육이나 턱관절의 이상으로 해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Fig. 1. Questionnaire for TMD patient.

4. 측두하악장애 챠트 설문문항별 응답율변화

측두하악장애 챠트 설문문항별 응답율변화를 분석

해 보았을 때 개구제한보다는 소리를 주소로 내원하

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갈이(bruxing)나 이악물기

(clenching)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Table 2).

5. 측두하악장애 원인별 응답율변화

원인의 변화를 분석해 볼 때 타격(blow), 심하거나

잦은 하품(yawn) 등의 외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고, 악습관 중 이악물기와 물기(biting), 턱괴기

(holding)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빨기(suckin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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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hospital visit rate for adolescent in the 12-19 age

in 2000.

Fig. 3. The hospital visit rate for adolescent in the 12-19 age

in 2008.

Fig. 4. The hospital visit rate for male in the 12-19 age in 2000.

Fig. 5. The hospital visit rate for male in the 12-19 age in 2008.

Fig. 6. Age distribution of patient in 2000 and 2008.

* p<0.05, by independent T-test.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사회적 배경 중 수면의

질 저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3).

6. 측두하악장애 진단항목별 변화

측두하악장애 진단항목별 변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ADD/S R ; anterior

disc dislocation without reduction)는 증가하는 경향

이 관찰되며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 과운동(hypermobility)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Table 4).

7. 수의 등급에 의한 유추 척도 (Numerical Analog

Scale : NAS, range 0-10)로 표현한 치료 종결

시 통증수준과 관절잡음으로 인한 불편감, 최대편

이개구량(MCO ; Maximum Comfortable

Opening)의 변화

수의 등급에 의한 유추 척도로 표현한 치료 종결

시 통증수준변화를 분석해 보았을 때 치료 후 통증의

해소가 더 향상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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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0 2008

P value*

No(%) Yes(%) No(%) Yes(%)

Part 1 Question 1 35(20) 139(80) 141(29) 350(71) 0.02

Part 1 Question 2 55(32) 119(68) 195(40) 296(60) 0.53

Part 2 Question 1 157(90) 17(10) 399(81) 92(19) 0.002

Part 2 Question 2 150(86) 24(14) 388(79) 103(21) 0.025

Part 3 Question 1 159(92) 14(8) 428(87) 63(13) 0.066

Part 4 Question 4 127(73) 47(27) 322(76) 169(34) 0.065

* by independent T-test.

Table 2. Comparison of TMD chart between in 2000 and 2008.

Year
2000 2008

P value*

No(%) Yes(%) No(%) Yes(%)

Blow 157(90) 17(10) 421(86) 70(14) 0.104

Yawn 160(92) 14(8) 427(87) 64(13) 0.053

Clenching 142(92) 31(18) 362(73) 128(26) 0.021

Biting 163(94) 10(6) 439(89) 52(11) 0.034

Sucking 168(97) 5(3) 488(99) 3(1) 0.087

Holding 157(91) 16(9) 365(74) 126(26) 0.000

Sleep disturbance 167(98) 4 (2) 457(93) 33(7) 0.007

* by independent T-test.

Table 3. Comparison of TMD contributing factor between in 2000 and 2008.

Year

Diagnosis

2000 2008
P value

2)

No(%) Yes(%) No(%) Yes(%)

ADD/S R1) 146(90) 16(10) 405(85) 73(15) 0.061

Osteoarthritis 148(91) 14(9) 193(61) 184(39) 0.000

Hypermobility 153(94) 10(6) 472(99) 6(1) 0.013

1) ADD/S R ; anterior disc dislocation without reduction.

2) by independent T-test.

Table 4. Comparison of TMD diagnosis between in 2000 an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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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관절염 환자에서 측두하악장애 챠트 설문문항

별 응답율변화

골관절염 환자에서 측두하악장애 챠트 설문문항별

응답율변화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골관절염 환자에서

두통,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

한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내원 전 약물의 복용한 기왕

력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6).

9. 골관절염 환자에서 측두하악장애 원인 별 응답율

변화

골관절염 환자에서 측두하악장애 원인 별 응답율

변화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골괸절염 환자에서 원인 중

장시간의 치과치료(long dental treatment)와 수면의

질 저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Table 7).

Year 2000 2008 P value*

Pain NAS1) mean 0.8 0.4 0.023

Noise NAS
1)
mean 1.2 1.1 0.099

MCO2) 38.50 37.62 0.121

1) NAS : Numerical Analog Scale.

2) MCO : Maximum Comfortable Opening.

* by independent T-test.

Table 5. Comparison of pain, noise and MCO between 2000 and 2008.

Year
2000 2008

P value*

No(%) Yes(%) No(%) Yes(%)

Part 1 Question 7 12(86) 2(14) 108(59) 76(41) 0.018

Part 2 Question 1 13(93) 1(7) 140(76) 44(24) 0.045

Part 2 Question 2 13(93) 1(7) 140(76) 44(24) 0.045

Part 3 Question 3 14(100) 0(0) 170(92) 14(8) 0.000

* by independent T-test.

Table 6. Comparison of TMD with osteoarthritis between in 2000 and 2008.

10. 2000년도와 2008년도 골관절염 환자의 남녀

비율 비교

2000년도와 2008년도 골관절염 환자의 남녀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10대 청소년의 남자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Fig. 7).

11. 턱괴기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각종 항목별 변화

턱괴기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각종 항목별 변화를

비교해 보았더니 지난 10년간 장시간 치과 치료(long

dental treatment), 수면의 질 저하, 비정복성 관절원

판 전방변위(ADD/S R), 골관절염, 안면비대칭(facial

asymmetry)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8).

12. 이악물기 환자 중 각종 항목별 변화

이악물기 환자 중 각종 항목별 변화를 비교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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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0 2008

P value*

No(%) Yes(%) No(%) Yes(%)

Long dental treatment 14(100) 0(0) 174(95) 10(5) 0.001

Stress 10(72) 4(28) 88(48) 96(52) 0.09

Sleep disturbance 14(100) 0(0) 169(92) 15(8) 0.000

* by independent T-test.

Table 7. Comparison of TMD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between in 2000 and 2008.

Year
2000 2008

P value
*

No(%) Yes(%) No(%) Yes(%)

Long dental treatment 16(100) 0(0) 119(94) 7(6) 0.008

Unilateral chewing 9(56) 7(44) 41(33) 85(67) 0.095

Sleep disturbance 16(100) 0(0) 114(90) 12(10) 0.000

ADD/S R 16(100) 0(0) 98(81) 23(19) 0.000

Osteoarthritis 13(81) 3(19) 64(53) 57(47) 0.018

Facial asymmetry 16(100) 0(0) 116(96) 5(4) 0.025

* by independent T-test.

Table 8. Comparison of on TMD patient with holding habit between in 2000 and 2008.

Fig. 7. Gender distribution of patient with osteoarthritis

in 2000 and 2008.

더니 이악물기 환자 중 통증으로 인한 약물치료, 우울

감, 식욕변화 여부에 대한 기왕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과거 턱의 근육이나 턱관절의 이상

으로 인한 치료경험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턱을

괴거나 교정 기왕력이 있는 군도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와 골관절염이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안면 비대칭도 증가하는 경향

이 있었다(Table 9).

13. 이악물기 환자 중 각종 항목별 변화

이악물기 환자 중 각종 항목별 변화를 비교해 보았

을 때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약물치료, 식욕

변화 여부에 대한 기왕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과거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치료경험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외상 중 심하거나 잦은 하품,

비대칭적 자세(unilateral posture), 수면의 질 저하,

가정생활 불만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골관절염도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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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0 2008

P value*

No(%) Yes(%) No(%) Yes(%)

Part 3 Question 3 24(0) 0(0) 107(94) 7(6) 0.008

Part 3 Question 4 23(96) 1(4) 93(82) 21(18) 0.012

Part 3 Question 5 23(96) 1(4) 99(87) 15(13) 0.092

Part 4 Question 6 22(92) 2(8) 83(73) 31(27) 0.011

Holding 22(92) 2(8) 85(75) 29(25) 0.026

Orthodontic Tx. experience 24(100) 0(0) 108(96) 6(5) 0.025

ADD/S R 23(96) 1(4) 77(80) 23(20) 0.007

Osteoarthritis 22(92) 2(8) 57(75) 57(50) 0.000

Facial asymmetry 24(100) 0(0) 111(97) 3(3) 0.083

* by independent T-test.

Table 9. Comparison of TMD patient with bruxing between in 2000 and 2008.

Year
2000 2008

P value
*

No(%) Yes(%) No(%) Yes(%)

Part 3 Question 2 24(77) 7(23) 73(57) 55(43) 0.025

Part 3 Question 3 31(100) 0(0) 120(96) 8(6) 0.004

Part 3 Question 4 28(90) 3(10) 92(72) 36(28) 0.008

Part 4 Question 6 29(94) 2(6) 93(73) 35(27) 0.001

Yawn 30(92) 1(3) 111(75) 17(13) 0.036

Holding 29(94) 2(6) 93(73) 35(27) 0.001

Unilateral posture 77(26) 23(74) 28(45) 70(55) 0.045

Sleep disturbance 31(100) 0(0) 122(95) 6(5) 0.014

Home life problem 31(100) 0(0) 119(93) 9(7) 0.002

Osteoarthritis 28(90) 3(10) 73(57) 55(43) 0.000

* by independent T-test.

Table 10. Comparison of TMD patient with clenching between in 2000 and 2008.

Ⅳ. 고 찰

2009년 양 등
34)

은 국내 TMD 환자들은 99.8%가

여자였다고 했고 1993년 고 등
27)

이 1990년부터 1993

년까지 부산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를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19세 이하 청소년이 128

명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은 565명

(여 347명, 남 218명), 18.30%, 2008년은 650명(여 355

명, 남 295명), 21% 의 청소년이 초진 내원하여 확연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6년 이
26)

등이

10～20대에서 유병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점차

측두하악장애의 발생연령대가 낮아졌다고 보고한 연

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청소년기의 측두하악장애가 학

습장애, 수면장애, 학교결석, 약물남용 등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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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영향이 많고,
22)

방치 시 심한 임상증상을 유발

할 수 있다
23)

는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이 상황을 해석

해 볼 때 이러한 청소년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증가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적 대책

과 치료방안을 마련을 통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

한 측두하악장애 증상 예방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한 본 연구결과 청소년 환자들의 양

상을 살펴보면, 2000년도 초진 내원한 청소년 565명

중 여자 347명(61.42%), 남자 218명(38.58%), 2008년

도 초진 내원한 청소년 650명 중 여자 355명(54.62%),

남자 295명(45.38%)로 확연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과거 문헌을 보면, 2006년 이26) 등은 구강내과를

방문한 환자들의 성비를 보면 남성이 40%, 여성이

60%라 하였고 이 중 측두하악장애의 비율도 역시 여

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한 연구결과와 그

외 다른 연구
35-39)

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유

병율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했으며 그 빈도는 2배에서

5배까지 다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여성

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던 측두하악장애가 청소년

에서는 남:여 비율이 45:55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과거 여성이 남성보다

병원을 더 찾는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이유를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연구도 있고40), 반면에 통증에 대한 내성의 차

이라기보다는 통증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
41)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

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더 용인되기 때문이다42). 반

면 이번 결과에서 유추해 볼 때 요즘 청소년들 사이

에서는 통증에 대한 문화적 배경이 과거와 다르고 남

성도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등 수면을 방해하

고 악습관을 가지기 쉬운 여가활동은 남녀 선호비율

이 남성에서 높을 수 있다. 이 가설에 대해 현재 30대

와 현재 10대의 게임, 인터넷 사용 빈도와 패턴에 관

한 설문 등의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연령별 내원 빈도를 비교해 볼 때 만 15세 18세 청

소년의 내원 빈도가 증가했다. 만 15세 18세 청소년

대부분이 고등학교, 대학교의 입시 준비과정임을 고

려해 볼 때 이런 과정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유병율이

커짐을 의미할 수 있다.

2000년도 보다 2008년도에는 개구제한보다는 소리

를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10년간 원인

의 변화를 분석해 볼 때 타격, 심하거나 잦은 하품 등

의 외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악습관 중 이악물

기와 물기, 턱괴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빨기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사회적 배경 중 수면의 질

저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악물기와 턱괴기가

증가하는 경향은 최근 청소년들의 급속한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고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는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골관절염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과운동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골관절염의 유의한 증가는 진

단기술의 발달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사회현상 증가와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한 이악물기, 물기, 턱괴기 등의 악습관

증가와 휴대폰 사용 증가 인터넷 게임 등 수면을 방

해하는 여가 활동 증가 등에 의한 수면 장애의 증가

의 영향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악습관 방지 교육 등을 통한 유

병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 한가지 최

근의 한국인 평균 신장 증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하

악 과두의 성장패턴이 과거 한국인의 성장패턴과 달

라진 점이 존재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하리라고 본다.

2000년도 보다 2008년도에는 치료 후 통증의 해소

가 더 향상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골관절염 환자에서 지난 10년간 두통, 이갈

이와 이악물기, 장시간의 치과치료와 수면의 질 저하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내원 전 약물의 복용한 기왕력도 유의하게 증가하였

으며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7

년 박
43)

이 발표한 기여요인과 측두하악장애의 주관적

증상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악물기, 불면증, 편측저작, 턱 괴기, 스트레스에서

유의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골

관절염의 기여요인 중 이악물기와 물기, 장시간의 치

과치료와 수면의 질 저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약물의 복용 기왕력 증가로 볼 때

는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수준이 증가하였거나 통

증에 대한 역치가 감소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골관절염 환자 남,녀 비율은 2000년도에는 남자:

21.4% 여자:79.6%, 2008년도에는 남자:37.5% 여자:

62.5%로 10대 청소년의 남자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

다. 2011년 조
44)

등이 발표한 측두하악장애 증상을 호

소하는 환자 4327명 중 883명 (20.4%)에서 퇴행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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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관찰되었는데, 남성에서는 177명 (12.6%), 여성

에서는 706명 (24.1%)에서 관찰되어 여자에서 호발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과

거 측두하악장애 역학 패턴과는 다른 결과로 최근의

측두하악장애에서 남자 청소년의 골관절염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휴대

전화 사용 증가, 이에 따른 악습관의 증가, 한국인의

성장패턴의 변화, 인터넷 게임 등 수면을 방해하는 여

가 활동은 남녀 선호비율이 오히려 남자청소년에서

높을 수 있음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턱괴기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장시간 치과치료, 수

면의 질 저하, 비정복성 관절윈판 전방변위, 골관절

염, 안면비대칭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턱괴기 악습관이 골관절염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안면비대칭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갈이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각종 항목별 변화를

비교해 보았더니 이갈이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통증

으로 인한 약물치료, 우울감, 식욕변화 여부에 대한

기왕력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과거 턱의 근육이

나 턱관절의 이상으로 인한 치료경험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턱을 괴거나 교정 기왕력이 있는 군도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와

골관절염이 아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안면 비대칭

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악물기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각종 항목별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악

물기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약물치료, 식욕변화 여부에 대한 기왕력에서 유

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과거 턱의 근육이

나 턱관절의 이상으로 인한 치료경험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외상 중 심하거나 잦은 하품, 비대칭적

자세, 수면의 질 저하, 가정생활 불만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골관절염도 아주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갈이, 이악물기 악습관은 특히 통증 수준이 높고 이

로 인한 생활의 제약도 크게 느끼며 골관절염과 유의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갈이, 이악물기 악습

관의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

의 골관절염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45)
.

측두하악장애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청소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

게 된 기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

서 유병률을 낮추고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측두하악장애의 소개 및 영향에

대한 교육, 악습관 방지 교육 등을 통한 예방적 노력

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9년 사이의 청소년 환자군의 양상

을 분석, 정리해 본 것으로 향후 이러한 양상이 나타

나게 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더 심도 깊은 연구와

치료 양상 변화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산 청소년의 측두하악장애의 양태, 증

상과 진단명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조사를 시행하였다. 2000년과 2008년에 내원한

12-19세 청소년의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를 조사하

여 성별, 나이, 악관절환자를 위한 조사설문지, 원인,

진단명, 장치치료여부, 치료종결 시 Pain NAS 항목

에 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1. 2000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청소년 내원 환자수

가 증가했다. 이 중 남자 청소년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다.

2. 2000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청소년이 개구제한보

다는 소리를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악습관 중 이갈이, 이악물기, 턱괴기, 수면의 질 저

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 골관절염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과운동은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4. 골관절염 환자에서 2000년도에 비해 2008년도 10

대 청소년의 남자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턱괴

기, 이갈이, 이악물기 악습관을 가진 환자 중 지난

10년간 공통적으로 골관절염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턱괴기, 이갈이, 이악물기가 골관절

염 발병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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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The Pattern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among Adolescents

Soo-Min Ok, D.D.S.,M.S.D., Chang-Yong Kim, D.D.S.,M.S.D., Sung-Hee Jeong, D.M.S.,M.S.D.,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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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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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attern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TMD) among

adolescents (12-19 years) over last ten years. 174 patients who had visited the Oral medicin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in 2000 and 491 patients in 2008 were found on chart review.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The number of adolescent patient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2008 than in 2000, especially in male.

2. Bruxing, clenching, holding habits and bad sleep hygiene were highly increased more in 2008 than in 2000.

3. Osteoarthriti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2008 than in 2000 and anterior disc dislocation without reduction was

slightly increased.

4. The ratio of male to female adolescent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was remarkably increased. Among the patients who

had holding, bruxing, clenching habits, significantly increased osteoarthritis found to be common. This could imply

holding, bruxing, clenching habits are prominently associated with increasing risk of developing osteoarthritis.

Key words: Temporomandibular disorder, Adolescent, Epidemiology, Oral medicine, Retrospectiv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