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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 치료에 있어서 반복적 주의사항 교육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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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측두하악장애 치료에서 기존의 다른 치료 방법이 동일한 경우, 초진 시에만 서면으로 된 주의사항을 보고 읽어주며

교육했을 때와 내원 시마다 자가평가 설문지를 통한 반복적 주의사항 교육을 시행했을 때의 치료효과 차이를 알아본다.

방법 :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n=62, 실험군)와 2011년 10

월부터 12월까지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n=156, 대조군)를 대상으로 하였다.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후 내원횟수, 치료방

법을 동일하게 시행한 환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은 자가평가 설문지를 통한 반복적 주의사항 교육을 초진일, 2주

후, 4주 후 시행하였고 또한 Pain NRS(Numerical Rating Scale), MCO(Maximum comfortable opening), Noise NRS,

LOM(Limitation of Mouth opening) NRS를 조사했다. 대조군은 초진 시만 주의사항 교육을 하였고, 실험군과 동일 항목을

조사하였다. 실험 군과 대조 군간의 조사항목의 1,2회 내원 시 차이와 1,3회 내원 시 차이를 전체, 연령, 성별, 골 변화 유무

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 반복적인 주의사항 교육으로 인한 주의사항 준수는 약물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MCO개선을 유지 및 증가 시켰다

(p=0.001). 반복적인 주의사항 교육으로 인한 주의사항 준수로 인한 MCO개선 효과는 남자에서 두드러졌으며(p=0.001) 젊은

연령에서 크게 나타났다(p=0.004)

결론: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행동조절을 위한 주의사항 교육은 반복적으로 시행할수록 치료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주제어: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Health care costs, Instruction, Self-car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1)Ⅰ. 서 론

저작계의 기능은 때때로 자극에 의해 방해를 받는

다. 대부분의 많은 자극은 아무런 합병증 없이 저작계

에 의해 수용되어 임상소견은 인지되지 않는다. 그러

나 자극이 심각한 것이라면, 개체의 생리적인 내성을

초과하여 저작계의 반응을 일으킨다. 저작계의 반응은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와 관련된 다양한 임상증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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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는 구강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대표

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구강안면영역에서 발생하

는 비치성 동통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이다. 이는

측두하악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과 저

작근 및 주위조직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통, 하

악의 운동범위의 감소나 관절잡음 등을 주요한 임상

특징으로 한다2).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섯 가지 중요한 요인은 교합상태, 외

상, 정서적 스트레스, 심부통증유입, 이상기능활동이

다. 측두하악장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 중 발생을

야기시키는 유발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외상, 과부하,

이상 기능 등이 관계되며, 치유를 방해하고 진행시키

는 지속 요인에는 행동적 문제,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와 전신 건강

등이 포함된다
3)
.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부담을 주는 기능 활동

이나, 이상기능활동을 감소시키며, 적절한 기능을 회

복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되찾게 하는 것이 측두하악

장애의 치료 목표이다4). 증상은 유동적이거나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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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자기한정적이기 때문에 때

로는 적극적인 치료 없이도 완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환자의 초기 치료로 행동 조절, 물리 치료,

투약, 교합안정장치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다
1)
. 수술이나 광범위한 교합치료등과 같은 비가역적

인 치료방법은 초기 치료법으로는 피해야 한다5-7).

보존적 치료의 성공율에 관하여는 여러 선학들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Greene과 Laskin
8)
은 135명의 근

육장애 환자에 대해 운동 요법, 투약, 물리 치료, 교합

안정장치 치료를 시도한 바 약 76%의 성공율을 보고

한 바 있으며, Greene과 Markovic
9)
등은 32명의 관절

장애 환자에게 운동 요법,투약, 물리 치료, 교합안정

장치 치료를 하여 84%의 성공율을 보고하였다. 또한,

Carlsson과 Gale
10)

은 근육장애를 동반한 관절장애 환

자 11명에게 biofeedback 치료를 시행하여 73%의 성

공율을 보고하였다. 인지 행동 요법(cognitive

behavioral therapy)은 이것만 시행하든 기존치료(물

리치료, 약물치료, 교합안정장치 치료)와 함께/또는

생체 되먹임 치료(biofeedback treatment)와 함께하

든 효과적인 이차 치료로 평가 받고 있다
12)
.

이러한 인지행동요법을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환자들에게 생체 되먹임 치료를 이용하거나 두꺼운

책자를 환자에게 주며 3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하여 교

육하거나 주 별로 환자에게 숙제를 내주어 치료를 시

행하였으나 진료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치료방

법이었다
1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장의 자가평가 설문

지를 통한 반복적 주의사항 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노

력으로 인지행동요법에 버금가는 효과를 올리고자

하였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참가자(Participants)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

강내과에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내원 시마다

물리치료(초음파치료, 저출력 레이저 치료, 전기 침

자극 치료기)를 시행하고 처음 2주간만 약물치료(진

통제, 근이완제)를 시행한 환자 62명을 선별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12월(실험 군과 같은 계절로 평균

기온이 유사함
13)
.)까지 내원한 환자 중 실험군과 동일

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한 환자 156명을 대조

군으로 선별했다.

2. 연구방법(Procedure)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

강내과에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주의사항 항목을 읽고 현재 환자 본인의 준수 정도를

평가하게 한 후 기록(Table 1)하였으며 이를 초진일,

2주 후, 4주 후 반복 시행하였다. 또한 매 내원 일마다

Pain NRS(Numerical Rating Scale, 0-10), MCO

(Maximum comfortable opening, mm), Noise NRS

(0-10), LOM(Limitation of Mouth opening) NRS

(0-10)를 조사했다. 이를 초진 일에만 서면에 적힌 측

두하악장애 행동 주의사항을 읽어주며 교육한 대조

군의 동일 항목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측두하악장애 행동 주의사항은 턱 근육을 이완하여

이가 닿지 않게 하고, 아픈 부위에 습열팩을 하고, 부

드러운 식이, 바른 자세, 스트레스 감소, 통증이 생기

지 않는 범위에 내에서 생활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Table 1)14).

3. 통계학적 분석(Data analysis)

실험군과 대조군의 2회 내원 시 Progress note

(Pain NRS, MCO, Noise NRS, LOM NRS)에서 1회

내원 시 같은 항목 값을 빼서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내원 시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3회 내원 시

Progress note에서 1회 내원 시 같은 항목 값을 빼서

3회 내원 시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다. 2, 3회 내원 시

개선 정도를 대조군 2011년과 실험 군 2012년간 전체,

연령, 성별, 골 변화 유무 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시

행하였다. 조사 항목에서 환자가 현 상태를 설명하기

곤란해 하거나 거부하거나 누락된 경우 결측치 처리

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에는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Version 18.0.3 ; SPSS Inc., USA)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p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통

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였다.

Ⅲ. 결 과

1. 전체 실험 군과 전체 대조 군 비교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3회 내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ain NRS, Noise NRS, LOM NRS가 개선되었

으나 실험 군과 대조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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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 환자 주의사항 지키지 않는다 조금 지킨다 대체로 지킨다 잘 지킨다

딱딱하고 질기고 큰 음식을 피하고 작고 부드러운 것을 먹습니다

작은 수저를 사용합니다

커피나 향료가 많이 든 음식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합니다

의식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야 합니다

편안하게 윗니 아랫니가 닿지 않도록 하고(입안에서 혀를 앞뒤

로 갖다대거나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품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하품을 할 때는 손으로 턱을 받치

거나 머리를 숙여서 가급적 입을 적게 벌립니다)

아프거나 뻣뻣한 환부를 65도 정도 (1일 2～3회/ 1회에 10～15

분정도)의 온습포로 따뜻하게 해줍니다(이때 환부를 누르지 않

고 살짝댑니다.)

얼굴을 만지거나 턱을 괴는 습관을 고칩니다.

모로 누워자는 습관을 고칩니다.

낮은 베개를 사용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매거나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의자 등에 앉을 때에도 허리를 세우고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므로 사회생활이나 가정, 친구

관계 등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도록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먹거나 말할 때 가급적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Table 1. Recommendation of Temporomandibulardisorder patients.

MCO는 2회 내원 시 실험군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3회 내원 시 실험 군에서는

1,2회 내원 시보다 개선되었고 대조 군에서는 초진 시

보다 감소한 결과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Table 2).

2. 여자 실험 군과 여자 대조 군 비교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3회 내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ain NRS, Noise NRS, LOM NRS가 개선되거

나 큰 차이가 없었고 실험 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CO는 2회 내원 시 실험 군 대조 군

모두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3회 내원

시 실험 군에서는 1,2회 내원 시보다 개선되었고 대조

군에서는 초진 시 보다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나 실험

군 대조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3. 남자 실험군과 남자 대조군 비교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3회 내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ain NRS, Noise NRS, LOM NRS가 개선되었

으나 실험 군과 대조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CO는 2회 내원 시 실험 군 대조 군 모두 증가하였

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3회 내원 시 실험 군에서

는 1, 2회 내원 시보다 개선되었고 대조 군에서는 초

진 시 보다 감소한 결과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able 4, p=0.001).

4. 실험군에서 남자와 여자 비교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3회 내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ain NRS, Noise NRS, LOM NRS, MCO가 개

선되었으나 남자와 여자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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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value

*

2011(156) 2012(62)

All Participants
MCO difference 1,21) -1.8±7.5(156) -1.0±6.2(61) 0.45

MCO difference 1,3
2)

5.6±21.4(109) -2.9±7.5(33) 0.001

1)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visits
2)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third visits

* by Independent T- test

Table 2. A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Year
P-value*

2011(107) 2012(38)

Female
MCO difference 1,21) -2.2±7.3(107) -1.2±6.3(38) 0.41

MCO difference 1,32) 0.8±16.5(72) -3.5±8.5(22) 0.11
1)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visits
2)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third visits

* by Independent T- test

Table 3. A comparison between the female experimental and the female control groups.

Year
P-value

*

2011(49) 2012(25)

Male
MCO difference 1,2

1)
-0.9±8.1(49) -0.8±6.1(23) 0.97

MCO difference 1,32) 14.7±26.5(37) -1.9±5.3(11) 0.001

1)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visits
2)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third visits

* by Independent T- test

Table 4. A comparison between the male experimental and the male control groups.

5. 대조군에서 남자와 여자 비교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3회 내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ain NRS, Noise NRS, LOM NRS가 개선되었

으나 남자와 여자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CO

는 2회 내원 시 남자와 여자 모두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3회 내원 시 남자 여자 모두에서 보

다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p=0.001).

6. 10-20대 실험군과 10-20대 대조군 비교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3회 내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ain NRS, Noise NRS, LOM NRS가 개선되었

으나 실험 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CO는 2회 내원 시 대조 군에서 증가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3회 내원 시 실험 군에서는 1, 2회

내원 시보다 개선되었고 대조 군에서는 초진 시 보다

감소한 결과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p=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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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P-value

*

Male(49) Female(107)

2011
MCO difference 1,21) -0.9±8.1(49) -2.2±7.3(107) 0.33

MCO difference 1,3
2)

14.7±26.5(37) 0.8±16.5(72) 0.005

1)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visits
2)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third visits

* by Independent T- test

Table 5. A comparison between the male and the female in the control group.

Ages
Year

P-value
*

2011(84) 2012(30)

10-20
MCO difference 1,21) -1.8±7.5(84) 0.2±7.4(38) 0.22

MCO difference 1,32) 7.4±21.6(62) -2.5±7.7(17) 0.004

1)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visits

2)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third visits

* by Independent T- test

Table 6. A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in their 10’s and 20’s.

Ages
Year

P-value*

2011(72) 2012(32)

30-70
MCO difference 1,2

1)
-1.8±7.6(72) -2.3±4.3(30) 0.68

MCO difference 1,32) 3.1±21.0(47) -3.4±7.6(16) 0.08

1)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visits
2)
MC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third visits

* by Independent T- test

Table 7. A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in their 30’s 70’s.

 

7. 30-70대 실험군 30-70대 대조군 비교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3회 내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ain NRS, Noise NRS, LOM NRS가 개선되었

으나 실험 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CO는 2회 내원 시 실험 군 대조 군 모두 증가하였

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3회 내원 시 실험 군에서

는 1, 2회 내원 시보다 개선되었고 대조 군에서는 초

진 시 보다 감소한 결과를 보여 실험 군이 대조 군보

다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7, p=0.08).

Ⅳ. 총괄 및 고안

인지 행동 요법은 이것만 시행하든 기존치료(물리

치료, 약물치료, 교합안정장치 치료)와 함께/또는 생

체되먹임 치료(biofeedback treatment)와 함께하든

효과적인 측두하악장애의 이차 치료로 평가 받고 있

다
12)
.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는 수주 간격으로 수 시

간의 교육(점진적 이완, 스트레스 대응 훈련, 간단한

저작근 운동을 통한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거나
15,16)
6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메뉴얼 북을 이용한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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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시행하거나
17)
EMG biofeedback treatment를

이용한
18)

치료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치료에 사용

하는 측두하악장애 주의사항(instruction)을 매 내원

시마다 준수 여부를 4단계(안 지킨다(0), 조금 지킨다

(1), 대체로 지킨다(2), 잘 지킨다(3))로 나누어 평가하

게 하여 반복적 자기진단 및 학습을 통해 증상의 개

선 정도를 기존의 치료(usual treatment)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시간할여 및

비용투자로 기존의 인지 행동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

를 만들고자 하였다. Dworkin
17)

은 1994년에 기존 치

료에 비해 인지자각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치료 종결

후 3-12개월 추적 조사 결과 기존 치료군은 통증 등

의 개선 효과가 유지되는 반면 인지자각 치료군은 개

선 정도가 점점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002

년 Dworkin
18)

의 연구에서는 치료 종결 후 인지자각

치료를 시행한 군과 기존의 치료를 시행한 군을 장기

간(6-12개월)의 추적조사 시 두 군 모두에서 일상생

활의 방해 정도 및 측두하악관절의 운동 정도가 지속

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였다. 이는 1회 내원 시에 비해

2회, 3회 내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ain NRS,

Noise NRS, LOM NRS가 개선되었으나 실험 군에서

대조 군보다 약물치료 중단 후 MCO 개선 정도가 유

의하게 증가했다는 본 결과와도 일맥을 같이 하는 면

이 있으며, 특히 지속적 교육을 한 군에서 약물치료

종결 후에도 MCO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 성과라 생각하는 바이다. Turmer19) 등은 2006년도

에 대조군에 비해 점진적 이완 교육을 시행한 군에서

향후 1년간 활동 시 불편감, 통증, 저작근 기능, 우울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Turmer
20)

등은 2005년도에 주의사항 교육 책자를 통

해 공부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루 세 번 신호음을

울려 준수 정도를 체크하고 전화 상담 및 수 주간의

기존치료를 진행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본

연구는 Turmer
19-20)

의 연구보다 환자가 내원 시마다

술자와 진료 전에 반복적으로 시행한 자가 평가 설문

지를 통한 결과로 술자나 보조 인력의 상담시간을 길

게 가지지 않았으며 교육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음이 의미가 있다. 최소한의 시간

할여 및 비용투자로 기존의 인지 행동 치료에 버금가

는 효과가 얻어졌다고 판단되며, 향후 장기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결과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약물치료 중단 시 반복적인 주의사항교육

을 시행한 실험 군에서의 지속적인 MCO개선이 특히

남자에서 더 많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여자의

경우 한 번의 주의사항 교육을 시행했을 때와 반복적

으로 시행했을 때 약간의 개선은 있지만 남자의 경우

반복적인 주의사항 교육이 악습관 차단에 효과적으

로 작용하여 증상개선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
21)

등은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현

재 자신의 학습상태를 파악하고 예측 결과로 자신의

학습의 준거 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학습 방향 및 학

습시간에 대한 자기 성찰에 도움을 주어 학습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자가

평가를 통한 반복 학습으로 상기 연구 결과와 유관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추후 연구

가 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두 번째는 세대 간 반복교육의 효과 정도를 비교했

을 때 약물치료 중단 시 반복적인 주의사항교육을 시

행한 10-20대에서만 지속적인 MCO개선을 보이며

(p=0.004) 나머지 연령 군은 개선하는 경향만 관찰되

었다(p=0.08)는 점이다. 30-70대의 경우 한 번의 주의

사항 교육을 시행했을 때와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약간의 개선은 있지만 10-20대의 경우 반복적인 주의

사항 교육이 악습관 차단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증

상개선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

을 습득하는 나이인 10-20대가 나머지 연령 군에 비

해 반복적인 주의사항 교육으로 인한 MCO개선 효과

가 크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습득능력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으로 생각 된다
22)
. 또

한 나이가 어릴수록 조직의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연구를 하면서 반복적인 자가 평가 설문지의 시행

은 기존의 치료 방법을 크게 변형하지 않으면서 환자

의 치료에 참여도를 평가하기 용이하고 환자의 일상

생활에서 주의사항 준수 정도를 파악하기 쉬워 술자

의 환자 상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원 시마다 주의사항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

어서 치료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향후 이에 대한 더 많은 표본 수를 바탕으로 급,

만성 측두하악장애 군을 나누어 교육기간을 좀더 길

게 또한 추적조사 기간을 길게 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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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반복적인 주의사항 교육으로 인한 주의사항 준수

는 약물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MCO개선을 유지 및

증가 시킨다.

2. 반복적인 주의사항 교육으로 인한 주의사항 준수

로 인한 MCO개선 효과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두드

러진다.

3. 10-20대가 나머지 연령군에 비해 반복적인 주의사

항 교육으로 인한 MCO개선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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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Repeated Education to the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Soo-Min Ok, D.D.S.,M.S.D.,Ph.D.1, Jun-Young Heo, D.D.S.,M.S.D.2,

Myung-Yun Ko, D.D.S.,M.S.D.,Ph.D. 2, Yong-Woo Ahn, D.D.S.,M.S.D.,Ph.D.2,

Sung-Hee Jeong, D.M.D.,M.S.D.,Ph.D.
2

Dental clinic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1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2

Aim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ypothesis that treatment with self-checking behavior

management program was valuable in the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compared with a existing method

treatment group.

Methods : All participants who are diagnosed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were treated with medication and

physical therapy. They came into the clinic at intervals of two weeks, three times. The signs and symptoms were

assessed investigating Pain NRS(Numerical Rating Scale), MCO(Maximum comfortable opening), Noise NRS,

LOM(Limitation of Mouth opening) NRS at every visit. Experimental group received instructions repeatedly by using self

evaluation questionnaire. Control group was educated once at the beginning of treatment. The difference Pain NRS, MCO,

Noise NRS, LOM NRS between first and second visits, first and third visits were estimated..

Result :Experimental group showed greater improvement on MCO difference after stopping medication(p=0.001). This

improvements were prominent in the male(p=0.001) and the first or second decade of the patients(p=0.004).

Conclusion :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there was better result when educating repeatedly with using self

evaluation questionnaire than educating once at the beginning of the treatment.

Key word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Health care costs, Instruction, Self-car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