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치의학석사 학위논문

구강안면영역에서의 근전도 적용

Application of the electromyography in

orofacial region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임 수 현



구강안면영역에서의 근전도 적용

지도교수 정 진 우

이 논문을 치의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임 수 현

임수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고 홍 섭 (인)

부 위 원 장 정 진 우 (인)

위 원 이 정 윤 (인)



국문초록

구강안면영역에서의

근전도 적용
임 수 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근전도는 운동단위의 전기활동을 활성화시켜 이를 오실로스코프에 나타

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신경이나 근육세포는 휴지기엔 평형한 분극상태로

존재하는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 평형이 깨어지고 탈분극상태가 된다. 신

경이나 근육의 세포막이 탈분극 및 재분극 과정에서의 전기적 활동을 활

동전위라 부른다. 활동전위는 한 지점에서 발생하여 신경이나 근육의 섬

유를 따라 양쪽으로 전파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전위의 발생, 전파, 동

원 등을 포착하여 오실로스코프상에 나타내는 것이 전기진단의 기본 개

념이다. 근전도는 신경과 근육의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단하

는 방법으로 크게 신경전도검사와 침 근전도검사로 나뉜다. 신경전도검

사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근육의 반응이나 신경

자체의 반응을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침 근전도검사는

신경의 손상이 있거나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근육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감지하여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것이다.

근전도의 정의는 근육 내의 전기적 활동을 탐색하고 증폭하여 기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신호처리 기법의 발달로 빠르고 정확하게 근전도 신호를

자동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 대

부분의 전기진단장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손쉽게 정량

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정량적

MUAP(motor unit action potential) 분석 방법과 분해방법

(Decomposition methods)이 있다. MUAP 분석은 정통적인 접근법

으로 최소한으로 근육을 수축하는 동안 MUAP를 기록하여 이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MUAP는 운동단위의 근섬유 활동전위의 대수

적인 합을 세포 밖에서 기록한 것으로 기록전극과 근섬유와의 공간적 관

계와 근섬유 활동전위와의 시간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MUAP의 형

태는 운동단위의 구조, 즉 운동 단위에 속하는 근섬유의 수와 크기 및

분포와 종판의 배열에 영향을 받는다. 신경병증과 근육병증에서 나타나

는 근위축이나 비대, 다양한 근섬유 반경, 근섬유 소실, 근섬유의 재생

과 분리 및 신경 재분포 등에 의해 MUAP 의 형태에 변화가 오게 된

다. 정밀 분해법(Precision decomposition)은 4개의 기록표 면을 갖

고 있는 quaorifilar 전극으로 다채널 기록을 하여, 최대 근수축의

85~100%에서도 정확히 MUAP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MUAP의

rate coding과 점증의 변화를 측정하여 운동조절 기전을 연구하는데 많

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 침전극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수한 지식

을 가진 검사자가 자료 처리과정 중 개입하여 자료 분석시간이 길어지는

단점 때문에 임상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근전도는 구강안면 영역에서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측두하악장애

를 비롯해 교합접촉 변화, 저작 습관, 골절, 신경자극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저작근의 변화를 연구할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측두하악장

애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근전도가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한다. 악골 골절 후의 근전도 연구에

서는 관혈적 정복술을 통한 고정을 했을 때 비이환측에서 더 빠른 회복

을 보인다고 한다. 편측안면경련의 미세혈관 감압술시에는 수술 후 7일

째에 비정상 활동전위가 완전소실 또는 50% 이상 소실된 경우가

90.9%, 비정항 활동전위가 50% 이하로 소실된 경우가 9.1%라는 연

구가 있다. 경피성신경자극을 저작근에 가했을 때, 근수축으로 인한 근

피로도가 감소된다는 근전도 연구도 있다. 전치부 개방교합시 이설근 및

구륜근 활성도 연구에 따르면 연하시를 제외하고 구륜근과 이설근 모두

근활성도가 정상교합자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

주요어: 근전도, 측두하악장애, 구강안면, 저작근

학번 : 2009-22712



목 차
* 서 론 ----------------------------------------------------1

* 본 론 ---------------------------------------------------------3

Ⅰ. 근전도의 개요 ----------------------------------------3

1. 근전도의 기본 개념 ----------------------------------3

2. 근전도 기기 -----------------------------------------3

3. 정상 근전도 소견 ------------------------------------4

4. 비정상 근전도 소견 ----------------------------------5

5. 신경전도 검사 ---------------------------------------6

6. 침근전도 검사 ---------------------------------------7

Ⅱ. 근전도 검사의 정량적 분석 ----------------------------9

1. 운동단위활동전위의 정량적 분석 ---------------------10

2. 간섭양상의 정량적 분석 -----------------------------15

3. 근전도 검사의 정량적 분석의 사용 -------------------15

Ⅲ. 근전도와 측두하악장애 -------------------------------16

Ⅳ. 구강안면 영역에서의 근전도 활용 ---------------------18

1. 교합접촉 변화에 따른 저작근 활성 연구 --------------18

2. 측방유도형태 저작습관과 저작근 근전도의 변화 연구 --22

3. 전치부 개방교합시 이설근 및 구륜근 활성도 연구 -----26

4. 악골 골절에서 술 후 교합압 및 근전도 변화 연구 -----31

5. 편측안면경련의 미세혈관 감압술시 근전도 연구 -------35

6. 경피성 신경자극이 근전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40

* 결 론 -------------------------------------------------------50

* 참 고 문 헌 -------------------------------------------------51

* Abstract ---------------------------------------------------70



- 1 -

서 론

구강안면영역은 치아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상, 하악골 및 연조직, 측

두하악관절과 근육 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부학적인 형태와 생리적

인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Galletti et al. 1995,

Raustia et al. 1994, Tallgren et al. 1979, Aragon et al.

1985] 구강안면통증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의 다수는 저작근

통증을 호소한다. 이러한 저작근 통증이 근육의 비기능적 활성, 자세성

근긴장, 과도한 수축이나 신장 등으로 유발된 근피로가 원인이 된다고

알려진 이래로 많은 연구에서 근전도를 이용하고 있다. 근전도는 다양한

근전기적 신호를 측정분석해서 근육의 생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Kim et al. 2007]

Electromyography(EMG, 근전도)는 근신경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기

구로서 Moyers 가 1949년에 치과영역에 처음 도입한 뒤로 널리 사용

되어지고 있다. 이는 신경과 근육의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단

하는 방법으로 크게 신경전도검사와 침 근전도검사로 나뉜다. 신경전도

검사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근육의 반응이나 신

경 자체의 반응을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침 근전도검

사는 신경의 손상이 있거나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근육에 나

타나는 비정상적인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감지하여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것이다.

근전도는 말초신경과 근골격근에서 형성되는 미세한 전기현상

(electrical potential)을 감지하여 증폭기에서 증대시킨 후 음극선을

통하여 형성되는 전기적 파장을 계기판(oscilloscope)에서 관찰, 분석하

여 병변을 진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Kang 1994] 근전도 검사는 휴

지기(resting state), 수의수축(voluntary contraction), 최대수축

(maximal contraction)의 3 단계로 검사가 진행된다. 이는 근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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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기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근육병의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나, 근육섬유들은 근육병뿐만 아니라 근육과 연결된 말초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도 이차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에 의

한 질환을 찾아내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근전도는 time domain과 frequency domain에서 정성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주파수 분석은 근육의 피로도를 분석하는 데 널리 쓰인

다. EMG를 통해 수축하는 근섬유와 motor unit의 활동전위가 전기적

으로 기록되어 시각화 되어 근육관련 질환의 진단과 신경생리학적 연구

에 널리 이용될 수 있다.

이 종설의 목적은 전반적인 근전도의 이론과 원리를 살펴보고, 구강안

면영역 환자의 연구로 범위를 한정지어서 구강안면영역 환자에서 근전도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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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Ⅰ. 근전도의 개요

1. 근전도의 기본 개념

전기진단이라 하면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근전도(EMG)로 통용되고 있다. 근전도는 운동단위의 전기활동을

활성화시켜 이를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냄으로써 이루어진다.[Goodgold

et al. 1972, Kimura et al. 1989, Portney 1988, Licht 1968]

운동단위는 신경의 척수전각세포, 축삭, 신경근접합부, 그리고 그 신경

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근세포를 합친 것으로 하나의 생리적 기본단위이

다.

신경이나 근육세포는 휴지기엔 평형한 분극상태로 존재하는데 어떤 자

극에 의해서 평형이 깨어지고 탈분극상태가 된다. 신경이나 근육의 세포

막이 탈분극 및 재분극 과정에서의 전기적 활동을 활동전위라 부른다.

활동전위는 한 지점에서 발생하여 신경이나 근육의 섬유를 따라 양쪽으

로 전파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전위의 발생, 전파, 동원 등을 포착하여

오실로스코프상에 나타내는 것이 전기진단의 기본 개념이다. 근전도의

정의는 근육 내의 전기적 활동을 탐색하고 증폭하여 기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im et al. 1998]

2. 근전도 기기

근전도의 기본구조는 전극(침전극, 표면전극), 증폭기, 오실로스코프,

기록계, 자극기 등으로 구성된다.[Goodgold et al. 1972, Aminoff

1987] 근전도의 활동전위는 크기로는 백만 배로 확대할 수 있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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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천배 단위 또는 백만 배 단위로 확대하여 볼 수 있게 되어 있

다. 따라서 근육의 전기적 반응을 침전극이나 표면전극으로 검사한 것을

증폭기로 연결하여 여기서 나오는 전기적 활동이 하나는 오실로스코프로

나머지 하나는 전기 에너지가 가정용으로 전환되어 확성기로 방출되며

또는 이것들을 녹음기나 파동기록장치의 사진기로 기록,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Kim et al. 1998]

3. 정상 근전도 소견

침전극을 근육에 삽입함으로써 근전도 검사가 시작된다. 정상 근육은

침전극을 자입 후 이완 또는 휴식했을 때 고요하고 수의적으로 수축하면

정상 운동단위 활동전위가 나타난다.[Kimura et al. 1989,Sethi et

al. 1989, Kottke et al. 1982]

1) 휴식기 근육의 전기적 활동

침전극을 근육에 자입하면 근섬유는 손상되고 이 때 일시적인 전류가

발생하나 병적인 경우에는 이 전류가 소실되든지(근육이 섬유화 되었을

때) 혹은 과다하게 전류가 연장되는 “증가된 삽입활동전위”가 나타날 수

있다. 휴지기의 근육은 전기적으로 고요하다. 단지 전극이 종판에 닿게

되면 소라껍질을 귀에 댔을 때의 소리가 나는데 이를 “종판잡음”이라고

한다. 이는 종판에서 휴식기에 아세틸콜린이 불규칙적으로 방출되어 이

시기의 활동전위가 감지되는 것으로 일종의 자발전위인데 침을 흔들거나

옮기면 이 전위는 즉시 없어진다.[Kim et al. 1998]

2) 운동단위전위

한 개의 운동단위에서 나오는 전위를 관찰하려면 피검자로 하여금 약한

근육 수축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근육 수축의 최소 단위를 운동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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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전위 또는 운동단위전위라 한다. 이 전위의 모양은 2상성 또는 3상

성이며 때로는 다상성으로 보일 때도 있다. 정상 운동단위의 진폭은

0.3~5.0 mV이고 기간은 3~16msec이다.[Kim et al. 1998]

3) 간섭 및 동원 양식

근육의 수축강도를 점차 증가시키게 되면 운동단위의 수축빈도가 빨라

지고, 수축을 계속 강하게 하면 다른 운동단위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약한 수축을 할 때 분리되어 잘 보이면 운동단위의 모양은 증가

한 다른 운동단위와 섞여서(간섭현상) 그 개개의 모양이 구별되지 않아

화면은 운동단위로 꽉 차서 기선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런 상태

를 완전간섭파형 혹은 완전동원양식이라고 한다.[Kim et al. 1998]

4. 비정상 근전도 소견

1) 휴식기에 나타나는 자발 전위

종판 이외에서 볼 수 있는 자발활동은 일반적으로 의의가 있고 이상을

의미한다. 안정시(휴식시) 근육에서 나타나는 자발활동의 형은 증가된

삽입활동전위, 근세동전위, 양성예각파, 속상수축전위 및 고주파 방출

등이 있다.[Goodgold et al. 1972, Aminoff 1987]

2) 운동단위활동전위의 변화

비정상 근전도 소견에서는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운동단위활동전위의

진폭, 기간, 모양 등이 변하고 그 동원되는 양상이 다르게 된다. 근육병

변에서는 운동활동전위의 진폭, 기간이 감소하고 모양도 다상성으로 치

우치게 된다. 반면에 신경병변에서는 운동단위활동전위의 진폭, 기간 등

이 증가하고 다상성 전위가 많아진다. 진폭이 5mV 이상으로 커지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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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주로 신경근 압박과 척수전각세포 질환

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1998]

3) 간섭 및 동원양식의 변화

비정상 근전도 소견에서의 근육병변은 실제로 근육의 힘은 약화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양식은 오히려 완전하여 적은 힘으로도 쉽게 완전

동원양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반하여 신경병변에서는 병증이 심할수록 동

원할 수 있는 운동단위가 적어지므로 불완전 또는 단단위 동원양식이 된

다.[Kim et al. 1998]

5. 신경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의 운동분지와 감각분지에 대해

실시하며 병변에 따라서는 H반사, F파 검사 또는 Blink반사 검사를 추

가한다. 또한 중증 근무력증과 같은 특수 질환의 진단에는 연속 신경자

극검사를 실시하게 된다.[Kang 1994]

1) 일반 신경전도 검사

말초신경의 한 부위에 전기자극을 가하게 되면 세포막에서 전해질의 교

환이 일어나면서 활동전위가 발생하여 신경의 축삭을 따라 이동하게 된

다. 신경전도검사는 이 때 전이된 활동전위를 신경 또는 근육의 일정부

위에서 기록하여 자극 점으로 부터 기록 점까지의 신경전달 경로상의 이

상 유무를 가려내는 것이다. 대체로 활동전위의 진폭, 자극시부터 활동

전위가 나타날 때 까지의 소요 시간인 잠복과 전도속도를 측정하게 되

며, 이 밖에 활동전위의 모양을 관찰하게 된다.

측정치를 정상인에서 측정한 표준치와 비교하거나 건측에서 측정한 정

상치와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Ka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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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반사 및 F파 검사

H반사 검사는 하지의 경골신경을 대상으로 슬와부에서 전기자극하면

장딴지 근육에서 진폭이 매우 작은 복합근육활동전위를 기록할 수 있는

데, 이를 H반사라고 한다.

F파 검사는 운동신경전도 검사시 전기자극의 강도를 최대로 하면 복합

근 활동전위보다 매우 작은 또 하나의 복합근활동전위가 나타나는데 이

를 F파라고 한다.[Kang 1994]

3) 안윤근 반사(Blink Reflex)

안와상공부에 전기자극을 주면 자극이 삼차신경의 분지인 상안와신경을

통하여 교와 연수에 있는 반사중추를 돌아 원심성신경인 안면신경을 따

라 안면근에 도달하게 되어 반응을 기록할 수 있다.[Kang 1994]

4) 연속 신경자극 검사

중증근무력증, 근무력 증후군 등 신경근 접합부에 병변이 있을 때 빈도

가 각각 다른 연속적인 전기자극을 주게되면 병변에 따라 복합근 활동전

위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난다. 중증근무력

증에서는 느린 속도의 연속자극에 대해 활동전위의 진폭이 점차 감소되

고, 근무력증후군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의 연속자극을 가하면 전위의 진

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Kang 1994]

6. 침근전도 검사

침근전도 검사는 침전극을 근육내로 삽입할 때, 삽입 후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켰을 때, 그리고 수의적 수축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복합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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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를 관찰하므로 이루어진다.[Kang 1994]

1) 삽입활동전위

침전극을 근육내로 삽입할 때 바늘끝으로 세포막을 자극하게 되어 발생

하는 활동전위로 비교적 큰 진폭의 연속적 파장이다. 정상근육에서는 시

작과 끝남이 명확하다. 대체로 신경질환에서는 진폭과 기간이 커지고,

근육병증에서는 작아지는데, 전자의 경우 삽입활동전위가 증가되었다고

하고 후자의 경우 감소되었다고 한다.[Kang 1994]

2) 자발전위

근육이 안정 상태로 있을 때에는 전기적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정상근

육에서는 침전극을 삽입한 후 자극을 주지 않고 근육을 이완시키면 아무

런 활동전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경이나 근육에 병변이 있을

때에는 여러 형태의 전위가 나타나는데 이들을 자발전위라 한다.[Kang

1994]

3) 운동단위 전위

골격근에서는 한 개의 신경섬유가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하고 있는데

한 개의 신경섬유와 이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근섬유를 운동단위라고 한

다. 근육이 수축할 때에는 여러 개의 운동단위가 동시에 참여하여 활동

전위를 발생한다. 근수축을 매우 약하게 하면 침전극과 접촉하고 있는

5~10개의 근섬유를 비롯한 주위 약 0.5mm이내에 있는 근섬유에서 발

생하는 전위가 종합되어 하나의 활동전위를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이 근

수축시 발생하는 활동전위의 최저 단위를 운동단위전위 또는 운동단위

활동 전위라고 한다.[Ka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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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전도 검사의 정량적 분석

일상적인 전기진단검사에서 신경전도검사는 잠복기, 진폭 및 전도속도

와 같이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침근전도 검사는 아직까지도

많은 경우에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정량적 근전도

검사는 1950년대 Buchthal과 동료들이 운동단위활동전위 (Motor

unit action potential: MUAP)를 수동적으로 평가 하여 신경근육계

질환의 진단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Buchthal et al. 1954,

Buchthal et al. 1955] 그러나 이 방법은 환자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루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 일상적인 검사에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최근 디지털 신호처리 기법의 발달로 빠르고 정확하게 근전도

신호를 자동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전기진단장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손쉽

게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운동단위란 운동신경원과 축삭 그리고 그 축삭에 의해 지배받는 근섬유

로 구성되며 근 수축의 기본적인 기능 단위이다. 자발적인 근 수축의 정

도는 운동단위의 동원 (recruitment)과 그 발화율(firing rate)의 변

화가 상호 협조 적인 작용에 의해 조절된다.[Burke 1981, Sohn

2000] 점진적인 근 수축에서 먼저 동원된 운동단위는 역치가 낮고 크

기가 작아 작은 힘을 내며, 높은 근 수축에서 동원되는 역치가 높은 제

II형 운동단위는 더 많은 근섬유를 지배하고 빨리 피로해진다. 운동단위

의 이러한 동원순서는 척수 전각세포의 크기에 기초를 두며 이를

“Henneman 의 크기이론(size principle)”이라 한다.[Henneman

1965] 힘이 감소되면 활성화된 운동단위의 발화율이 감소되고 동원될

때와는 반대 순서로 즉 마지막으로 동원된 운동단위 먼저 활동을 중지하

게 된다.[Sanders 1996, De Luca CJ 1985] 근육에 침 전극을 삽입

하고 점진적으로 근 수축을 증가시키면 낮은 근 수축에서는 각 MUAP

의 구별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이상의 수축에서는 활동중인 MUAP가

서로 겹치거나 중첩되어 각 MUAP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간섭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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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ence pattern: IP)이 나타난다. 정량적 근전도 검사는 일반

적으로 각 MUAP를 분리해서 그 형태학적인 특징과 발화율을 측정하는

정량적 MUAP 분석과, IP 신호를 서로 다른 진폭과 주파수를 갖는 사

인곡선의 총합으로 보고 그 특징을 정량적으로 평가는 IP 분석 방법이

있다.[손민균 2000]

1. 운동단위활동전위의 정량적 분석

1) 정량적 MUAP 분석 방법

MUAP(motor unit action potential)는 운동단위의 근섬유 활동전

위의 대수적인 합을 세포 밖에서 기록한 것으로 기록전극과 근섬유와의

공간적 관계와 근섬유 활동전위와의 시간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MUAP의 형태는 운동단위의 구조, 즉 운동 단위에 속하는 근섬유의 수

와 크기 및 분포와 종판의 배열에 영향을 받는다.[Stalberg 1996] 신

경병증과 근육병증에서 나타나 는 근위축이나 비대, 다양한 근섬유 반

경, 근섬유 소실, 근섬유의 재생과 분리 및 신경 재분포 등에 의해

MUAP 의 형태에 변화가 오게 된다.

가. 역치의 근 수축에서 정량적 MUAP 분석

정통적인 접근법으로 최소한으로 근육을 수축하는 동안 MUAP를 기록

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주로 먼저 동원되는 역치가

낮은 MUAP만을 평가하게 되지만 임상적으로 신경근육계 질환의 진단

에 중요한 방법이다.[Buchthal 1982] Buchthal 등[Buchthal

1954, Buchthal 1955]이 수동적인 방법으로 MUAP 의 지속기간,

진폭, 위상 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MUAP의 정량적 평가에 있

어서 증폭기 gain, 여과범위, 필름속도, 전극의 종류 등에 관한 표준화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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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aided methods는 검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MUAP를

정하면 그 MUAP의 여러 변수가 자동 측정되는 방법이다. Signal

trigger와 delay line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발화하는 MUAP를 일정

한 시간에 표시하고 triggered averaging으로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를 증가시켜 MUAP의 변수를 측정하게 된

다.[Dorfman et al. 1988] 그러나 하나의 근육에서 20개의 서로 다

른 MUAP을 측정하려면 20분 정도가 소요되어 일상적인 검사 방법으

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Automatic methods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검사자의

중재를 최소화하면서 자동적으로 MUAP를 추출하고 그 변수를 측정하

는 방법이다. 검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편집하면 된다. 이 방법은

먼저 사건을 감지(detection)하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MUAP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진폭이 20~50 μV 이상의

전위를 분리(segmentation)하여 이 부분을 하나의 모형(template)으

로 한다. 이어지는 전위를 계속 모형 맞추기(template-matching)하여

일치하면 여기에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template로 하여

MUAP를 분류(classification)하게 된다. 보통 4~6개의 서로 다른 모

형을 만들어 한 모형에 최소한 2~10번의 MUAP가 저장되면 타당한

MUAP로 선택(selection)하여, 이를 평균화하여 MUAP의 변수가 측

정(measurement) 되는 과정이다. 반복되지 않는 파는 잡음으로 간주

하여 버리게 된다.[손민균 2000]

이러한 프로그램의 전형은 Bergmans[Bergmans 1972]에 의해 기술

되었으며, Andreassen[Andreassen 1987]은 진폭이 50 μV 이상 되

는 전위를 template로 하여 최대 4개의 template를 만들어 한

template에 최소한 3번의 전위가 저장되면 이를 평균화하여 MUAP의

변수를 측정하였다. Coatrieux[Coatrieux 1984]는 한번에 진폭과 지

속시간 기준에 맞는 15개의 전위를 수집하여 타당한 MUAP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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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리 저장해둔 정상 대조군의 자료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정상과 비

정상을 자동적으로 판단해주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소수의 MUAP

가 비정상인 경우에, 각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보다 예민한 검사방

법이 된다.[손민균 2000]

Frequency-Weighted Automatic MUAP Analysis는 일정한 진폭

이 넘는 모든 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개개의 MUAP 뿐 아니라 잡

음이나 서로 중첩된 MUAP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이다. 한 근육에서 64개의 전위를 측정하여 진폭과 지속시간 및 위 상

수의 도수분포도를 작성하게 된다.[Kopec et al. 1976]

나. 분해방법(Decomposition methods)

어느 정도 이상의 근 수축에서는 여러 개의 MUAP가 동시에 작용하여

기저선이 없어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MUAP를 분리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를 분해하여 점증 역치가 낮은 MUAP뿐 아니

라 높은 MUAP의 형태학적인 특징과 발화율 까지도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Multi-MUAP Analysis는 통상적인 침 전극을 사용하여 최대 근수축

의 5~30%의 등척성 근수축 동안 5~10초간의 신호를 기록하여

MUAP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 근육에 보통 2~3 차례 침 전극을 삽

입하고, 한번 삽입하여 몇 개의 서로 다른 MUAP를 측정하게 되는데,

총 30개 정도의 MUAP를 수집하여 20개의 적당한 MUAP를 선택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Bischoff et al. 1994, Stalberg et al. 1994,

Nandedkar et al. 1995] 먼저 진폭이 50 μV 이상이고 상승시간이

짧은 신호를 확인하여, 모형 맞추기로 동시에 최대 6개의 MUAP을 분

류하고, 각각을 평균화하여 평균화된 MUAP의 모양과 그 발화율을 중

첩된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검사자가 같은 MUAP가 여러

번 측정되었거나 잡음이나 인공(artifact)이 많은 MUAP를 폐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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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잘못 측정된 지속시간 커서를 수동으로 교정하게 된다. 20~30개의

MUAP를 획득, 분석, 편집하는데 5분이 넘지 않으며, 특별한 전극이

필요 없으므로 일상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 방법이 표준

화 되어 있고, 재현이 가능하며, 증폭기의 gain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점이라면 빠르게 발화하는 MUAP가 더 많이 측정된다는 것과, 평균

화를 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MUAP 모양이 변화를 보이면 신호가 왜

곡된다는 것이다.[Stalberg et al. 1994]

ADEMG(Automatic decomposition electromyography)는

McGill과 Dorfman이 개발한 방법으로 최대 근수축의 30%까지의 근

수축동안 10초간의 근전도 신호를 spike-trigger averaging하여 한

번에 최대 15개 MUAP를 측정하는 방법이다.[McGill et al. 1989,

McGill et al. 1985] 먼저 간섭양상의 신호를 highpass filtering하

여 고주파의 극파를 찾아, 진폭 역치 기준으로 각 극파를 모형 맞추기

하여 분류하고, 정렬된 극파들의 극파간 간격을 구하여 MUAP의 발화

율을 계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 극파를 trigger하여 여과되지 않은

근전도 신호에서 각 MUAP를 평균화하게 된다. 이 방법도 임상적으로

의의는 있으나 검사시간이 다소 걸리고 MUAP가 잘못 분류되기도 한

다.[손민균 et al. 1995]

정밀 분해법(Precision decomposition)은 4개의 기록표 면을 갖고

있는 quaorifilar 전극으로 다채널 기록을 하여, 최대 근수축의

85~100%에서도 정확히 MUAP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MUAP의

rate coding과 점증의 변화를 측정하여 운동조절 기전을 연구하는데 많

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 침전극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수한 지식

을 가진 검사자가 자료 처리과정 중 개입하여 자료 분석시간이 길어지는

단점 때문에 임상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De Luca CJ 1993,

LeFever et al. 1982]

2) MUAP 평가 및 진단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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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 방법

임상검사에서는 MUAP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단하며 아울러 비

정상의 분포, 정도 및 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20개

의 서로 다른 MUAP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측정하여 데이터 분포를 기

술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비정성 MUAP가 소수인 경

우에는 전체 평균값이 정상 범위에 있게 되므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

어 최대 또는 최소 극단 값을 정하여 이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Bischoff et al. 1994, 박승현 et al. 1998]

극단 값을 MUAP의 극단외(outlier)라 하는데 환자의 검사에서 3개 이

상 극단외 MUAP가 나타나면 20개 까지의 MUAP를 수집할 필요 없

이 검사를 중단하고 진단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검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비정상의 심한 정도와 분포를 평가하는 데에는 적당

하지 않다.

나. 정량적 MUAP 분석의 진단적 의의

MUAP의 모양은 운동단위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지 특정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며 각 변수들은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다양하다.

신경병증은 완전 신경손상 후 초기에는 운동단위가 몇 개의 근섬유로만

재생되므로 진폭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다상성 MUAP가 나타나고

jitter와 전도차단에 의해 jiggle이 심해진다. 더 많은 근섬유로 신경 재

지배가 진행되면서 MUAP 진폭과 기간이 증가하게 된다. 불완전 신경

손상에서는 신경재생 초기에도 MUAP 진폭은 보통 정상보다 크고 위성

전위가 증가 된다. 신경재생이 계속 진행되면서 jiggle이 존재하다가 시

간이 지나 신경 재분포가 안정화되면 jiggle도 감소된다. 후기에는 극파

가 동시에 나타나 극파 기간이 감소되고 진폭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만

성기에는 진폭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MUAP가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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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위상수는 정상이거나 약간 증가한다.[손민균 et al. 1997, 손민균

et al. 1998] MUAP 진폭이 많게는 10~30배 까지 증가하여 2~3배

증가하는 지속기간보다 더 예민한 지표가 된다. 근육병증. 근섬유의 소

실이나 섬유화로 MUAP의 지속기간이 짧아지고 진폭도 감소되는데 특

히 지속기간은 신경병증과의 감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때때로 근섬유

활동전위의 시간적 산포가 커지고 근섬유가 비대해져 지속기간이 길어지

거나 진폭이 큰 MUAP가 보이기도 한다. 근섬유 활동전위의 비동기로

다전환 혹은 다상성 MUAP가 많아진다.

2. 간섭양상의 정량적 분석

근육을 어느 정도 이상 수축하게 되면 활동하는 운동 단위 수가 많아지

고 그 발화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MUAP가 서로 겹치거나 중첩되어 근

전도 신호가 매우 복잡해져서 눈으로는 각 MUAP를 구별할 수 없는 간

섭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화면에 나타나는 간섭양상의 신

호를 보고 그 소리를 들어 반 정량적인 방법으로 IP를 평가하게 되는

데, 각 MUAP가 쉽게 구별되면 이를 불연속(discrete) IP라 한다. 운

동단위가 모두 활성화되어 기저선이 보이지 않으면 이를 완전(full) IP,

그 중간단계를 불완전(incomplete) IP라 한다.[Buchtha et al.

1982, Willison 1964] 완전 간섭 양상에서 근 수축력을 더 증가시키

면 간섭양상은 더 조밀해지고 근전도 신호의 진폭도 증가된다. 이러한

간섭 양상에서 운동단위의 숫자와 발화율 및 동원의 특징 뿐 아니라

MUAP의 형태학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근육병증에서는 약한 근수축에

서 많은 MUAP가 조기 동원되어 완전 IP를 보이면서 진폭은 감소되나,

신경병증에서는 MUAP의 숫자가 감소되어 간섭양상이 감소되면서 진폭

은 커지게 된다.

3. 근전도 검사의 정량적 분석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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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전도 검사는 근육의 안정기 동안의 자발 전위를 평가하고,

약한 수축 동안에는 MUAP를, 강한 수축 동안에는 IP를 분석하게 되는

데, 최근 디지털 신호처리기법의 발달로 마지막 두 과정을 비교적 빠르

고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정량적 MUAP 및 IP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서로 부분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각 방법

의 특징과 차이점을 잘 인식하여, 다른 전기진단 검사와 마찬가지로 중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를 잘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전환-진폭 분석은 비교적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어린 환자에게 사용하기

에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국소 신경병증에서는 추적검사에서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하여 한두개의 근육에서 정량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무

엇보다도 신경근육계 질환의 정확 한 진단이나 질환의 진행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손민균

2000]

Ⅲ. 근전도와 측두하악장애

근육 기능을 진단하기 위해 근전도나 장력 변환기(force transducer)

가 사용되는데, 근전도는 저작 근의 활성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가장 널

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본 구성은 각각의 활동성 운동 단 위의 흥분 발

사이며 진폭은 활동성 운동 단위의 수와 그들의 흥분 발사 빈도의 대수

합이다.[Christensen 1986] 근활성도를 정량화하는 방법중 적분분석

법이 많이 사용 되고 있는데, 근섬유 조성이 일정한 근육에서는 적분된

근활성도와 등장성 장력사이에는 순 상관관계가 있어 적분분석법에 의해

정량화된 근활성도가 근수축력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

다.[Christensen 1986, Naeije 1988, Woods et al. 1983]

근전도가 측두하악장애의 진단 및 예후, 치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

뢰성이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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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근전도가 유용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Ferrario et

al. 1991, Glaros et al. 1989, 윤창근 1989] 개인마다의 다양성 및

한 환자에서도 측정방법이나 시차, 사용하는 전극의 종류, 전극의 부착

위치, 피검자의 두부와 신체의 위치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근전도에 많

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단학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

다.[Barbenel 1969, Cecere et al. 1996]

측두하악장애 환자에 대한 평가시 Rugh와 Montgomery[Rugh et

al. 1987], Dahlstorm등[Dahlstorm et al. 1985]은 측두하악장애

환자 에서 안정위시 폐구근의 근활성도가 정상군보다 높다고 보고한 반

면, Yenmm[YemmR 1985], Majeski와 Gale[Majewski et al.

1989]은 유의한 차가 없다고 하였으며, Sherman[Sherman 1985]은

이같이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순수한 악관절장애 환자에서 정상인과 유

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chunman등[Schumann et

al. 1988]은 환자군에서는 심리적, 정신적 긴장에 의해 γ-원심성의 증

가를 야기하여 근방추 의 감지도가 높아져 안정위시 근활성도가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다.

최대 수의적 수축동안의 근전도는 근육강도의 간접적 측정으로 평가되

는데[Micher et al. 1988], 표면 근전도와 근수 축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근섬유 구성 성분이 균일한 근육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혼합된 근섬유 구성을 가지는 근육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되었다[Woods et al. 1983]. 근피로가 있을 경우는 근육강도와 근수

축력이 감소하며 최대 수의적 근수축시 근활성도가 감소된다고 한다. 또

한 악관절의 동통에 대해 저작근이 주동근으로 작용하면 운동 뉴론 출력

이 감소하고 길항근으로 작용하면 출성도의 감소는 손상된 부위를 보고

하려는 적응으로 근육의 구심성섬유, 중간뉴론과 α-운동뉴론 에 의한 것

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Dolan et al. 1988]

Cooper 와 Rabuzzi[Cooper et al. 1984]는 최대 수의적 수축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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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근의 활성도가 160μV 이하이면 비정상으로 간주하였으며

Scheikholeslam 등[Schikholeslam et al. 1982]은 측두하악장애 환

자에서 정상인보다 낮은 근활성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McCarroll등[McCarroll et al. 1984]은 Helkimo clinical

dysfunction index를 사용하여 근활성도를 연구하였는데, 환자 증상의

심각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이환측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Kroon과 Naeije[Kroon et al. 1992]등은 동통측이 비

동통측보다 유의하게 근 활성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Ⅳ. 구강안면 영역에서의 근전도 활용

1. 교합접촉 변화에 따른 저작근 활성 연구

1) 교합접촉 변화에 따른 저작근 근전도 측정 방법

가. 교합장치(occlusal splint의 제작)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지네이트인상재를 이용하여 피검자의 상하악 진단

모형을 채득한 후 Facebow thranfer하여 반조절성 교합기에 상악모형

을 부착시킨 다음 중심교합 상태에서 악간기록을 채득하여 하악모형을

역시 교합기에 부착시킨다. 교합기의 incisal pin을 상하악 구치가 접촉

되지 않도록 2㎜ 정도 증가시킨 후 base plate 왁스를 이용하여 일반

적인 방법으로 왁스제작을 하는데 이때 하악구치의 협측교두의 흔적이

가능한 한 넓게 인기되도록 하고 전치부는 점접촉이 되도록 한다. 의치

상(denture base)을 위한 아크릴 레진을 이용하여 간접법으로 165℉

에서 9시간 경화(curing)한다. 제작된 교합장치를 연마하여 기포나 불

필요한 부위를 제거한 다음 피검자의 구강 내에서 적합도를 확인한다.

[문상빈 et al. 1990]

나. 측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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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이악물기 시의 전측두근과

교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한 후, 양측 구치부의 교합접촉이 면접촉

(surface contact)이 되도록 제작된 교합장치를 장착하고 자의적 이악

물기 시의 근활성도를 측정하며, 교합장치의 편측 구치부를 조정하여 대

합치의 교두정이 점접촉(pointcontact)하도록 한후 이악물기시의 근활

성도를 측정한다. 교합상에서 면접촉이 되도록한 편측 구치부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이악물기 상태에서 측두근 전엽과 교근의 근활성도를 측

정한다.[문상빈 et al. 1990]

다. 근활성도 측정

표면전극이 부속된 8-channel의 bioelectric porcessor(EM2,

Myotronic Res., Inc., U.S.A.)를 이용하여 좌우측 교근과 측두근 전

엽의 근활성도를 측정한다. Myotronis Res사의 일회용 표면부착용 전

극을 사용하여 제조회사의 설명대로 좌, 우측 교근 중앙부와 측두근 전

엽의 중앙부에서 근섬유의 주행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부착시키고 접지전

극을 부착시킨다. 대상자를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의자에 앉힌 후 안이

평면이 지면에 평행이 되도록 한 다음 긴장을 풀도록 안정시키며, 눈은

전방을 향하도록 한다. 모든 피검자에게 실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매 측정시 피검자의 운동이 일정하도록 하고 이악물기를 행한 후 충분히

쉬도록 하여 근육의 피로가 없도록 한다. 휴식상태에서의 좌우측 측두근

전엽과 교근의 근 활성도를 측정하여 정상치인지를 확인한 후 피검자로

하여금 중심교합상태로 가볍게 다문 다음 일시에 최대로 턱에 힘을 주게

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며 3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한다.[문상

빈 et al. 1990]

2) 교합접촉 변화에 따른 저작근 근전도 변화에 대한 고찰

중추신경계는 구강내의 여러 수용기로부터 압력, 통증, 열변화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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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계속적인 정보를 받아 필요한 지시를 하게 되며, 근신경계의 보

호반사기능의 변화를 나타낸다.[Mongini 1984] 치아주위의 고유감각

신경종말부는 아주 예민하여 치아에 발생하는 작은 변화조차도 근기능의

형태를 충분히 바꿀수 있다고 하였다. 저작근에 관한 치아접촉의 수나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들에 의한 보고가 있다. Moeller는 저작근

활성도는 교합접촉의 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Van Steenberghe

와 De Vries[Van Steenberghe et al. 1978]는 고합접촉의 수의 증

가는 저작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Wood, Tobias[Wood et al.

1984]은 교합장치 장착 시 편측 치아접촉의 유무 여부는 근활성도와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Akagawa등[Akagawa et al. 1983],

Carlsson등[Carlsson et al. 1979], Manns등[manns et al.

1979]은, 교합 고경의 증가와 저작근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대

부분 교합고경의 증가는 저작근을 변형시켜 하악 장애의 임상적 증상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저작근은 구강악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하악

운동을 지배하는 조직이며 교합학의 발달과 더불어 치의학 분야에서 많

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기환 1983, 김정희 et al.

1983].

근전도는 1949년 Moyers에 의해 치과의학 분야의 연구에 소개된 이

래로 저작근의 연구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노장섭 et al. 1984, 진태호

et al. 1989]. 근전도는 근 수축시 발생하는 활동전위를 유도하여 기록

하는 장치로써 근신경계의 진단과 연구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근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bipolar surface electrode와 paired fine

wire electrode, concentric needle electrode 및 bipolar needle

electrode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Wood et al. 1984]. 표면전극은 근

육의 전체적인 기록을 위한 만족스런 방법으로 간주되며 교근의 심천부

와 측두근의 전∙후엽의 기록을 얻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Latif 1957, MacDougal et al. 1953, Moyers 1950]. 근전도 측

정시 술식이나 환경, 전극의 종류와 위치 및 기록하는 기기의 종류 등은

근활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노장섭 et al. 1984],

Kramer등, Frame등도 전극의 부착위치가 근전도의 변화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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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고, Barbenel은 측정방법인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윤창근 1989]. 윤[윤창근 1989]은 측정치의 변호를 초래하는 요소들

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건의 표준화와 검사방법의 숙련, 피검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M2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하악장애 환자의 근육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효과에 대한 측정에 매우 유익한 객관적인 방법이라 하였다[윤창근

1989]. 측정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측정해야

하고 제조회사의 1회용 전극을 사용해야 한다. Kennedy의 부분 무치

악상태의 분류 중 1급과 2급 무치악 상태에서의 조건을 감안하여

Ramfjord와 Ash[Ramfjord et al. 1983]가 추천한 교합접촉이 적은

교합장치의 형태를 변형하여 이를 장착하고 이악물기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1급의 경우에서 양측 인공치가 대합치아와 면접촉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교합장치를 제작하고, 2급의 경우를 고려하여 편측 구치부는

면 접촉으로, 반대편 구치부는 자연치아를 가상하여 점 접촉으로 하며,

편측 무치악 상태일때를 고려하여 구치부에서의 편측 교합접촉을 제거한

경우 등에서 근활성도를 측정한다. 구치부의 결손이 없는 교합장치를 장

착한 stage2, 3의 경우, 자연치아가 접촉하는 stage 1과 비교하여 볼

때, 근활성도의 차이는 없는데, 이는 교합장치가 상하악관계를 안정시켜

줌으로써 저작근의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Ramfjord, Ash의 이론과 다

르며 Mann등[Manns et al. 1989], Wood와 Tobias[Wood et al.

1984]에서와의 결과와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정

전시 교합에 이상이 없는 피검자를 선택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구치부의 교합형태가 점접촉이거나 면 접촉이거나 측두근 전

엽과 교근에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이악물기의 동작이 단순

히 정적인 상태에서의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는 동작인 것에 의하여 나타

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며 측방운동 등 다른 기능적 운동을 할 때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편측 구치부의 교합접촉을

제거한 경우에서는 동측의 측두근 전엽과 교근의 근활성도가 감소함을

보인다. 이는 Manns등[manns et al. 1979]의 연구결과에서 구치부

의 교합접촉시가 전치부만 교합접촉 될 경우에서보다 교근이나 측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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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엽의 근활성도가 컷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이는 악구

강계에는 제 3지렛대 원칙이 작용됨으로 구치부로 갈수록 거상근이 큰

힘을 내는 것이라 하겠다[Manns et al. 1989]. 신경생리학적으로 구

치는 mechanosensitive threshold가 높은 치주기계수용기

(Periodontal mechanoreceptor)의 밀도가 적은 반면에 전치는

mechanosensitive threshold가 낮은 치주기계수용기의 밀도가 크며,

치주기계수용기는 압력에 예민하여 수입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삼차신경의 감각핵(sensitive nuclues)을 통해 운동핵(motor

nucleus)으로 전달된다. 이는 악거상근에 대해 inhibitory feedback

mechanism으로 작용되어 치아가 과도한, 또는 비생리적인 힘을 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인 것이라 하겠다.[Manns et al. 1989] 이 연구에서

는 EM2만을 이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으나 교합접촉과 관련하여

T-Scan system 등 보완된 기기를 이용한 발전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문상빈 et al. 1990]

2. 측방유도형태 및 저작습관과 저작근 근전도의 변화 연구

1) 측방유도형태 및 저작습관에 따른 저작근 근전도 측정 방법

가. 임상 검사

대상자가 선호하는 주 저작측을 파악하고 주 저작측 및 반대측의 측방

유도형태를 파악한다. 측방유도형태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견치유도형

태 및 군기능을 포함한 비견치유도형태로 구분한다.[고준원 et al.

1998]

나. 근활성도의 측정

저작근의 활성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통합적 하악기능 검사장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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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ak System (Bioresearch Inc., U.S.A.)을 이용한다. 모든 피

검자는 Frankfort - Horizontal plane이 지평면에 평행이 되도록 의

자에 앉게 한 다음 심신이 안정상태에 이르도록 유도한 후 근전도를 측

정하여 근활성을 기록한다. 전극은 표면전극(No-Gel Surface

electrode, Bioresearch Inc., U.S.A.)을 사용하고 직경이 10mm이

며 전극간 분리는 20mm로 한다. 이 악물기시 좌우측 전측두근과 교근

의 표피를 촉진하여 근섬유의 주행방향과 평행하게 전극을 부착한다. 전

측두근의 전극은 눈의 외측각에서 후방 1.5~2.0cm, 관골궁 직상방부

에 부착하고, 교근의 전극을 근육의 전후길이의 중간과 상하길이의 중

간이 만나는 부위에 부착하며 보조전극은 목 부위에 부착한다. 전극을

위치시키기 전에 표피 임피던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부위를 알콜 스

폰지로 잘 닦은 후 부착하며 피검자를 치과용 의자에 정면을 보고 편안

히 앉히고 머리를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Frankfort평면이 바닥과 평

행하도록 위치시킨다. 대상자에게 수차례 이 악물기 운동을 교육 시킨

후 측정을 실시한다. 안정위, 중심교합위로 이악물기의 순서로 측정하며

양측 교근 및 전측두근의 근활성(μV)을 기록한다.[고준원 et al.

1998]

다. 교합접촉점의 수 및 교합접촉력의 측정

근활성의 측정과 동시적으로 전자식 교합 기록기인 T-Scan System

(Tekscan Co., USA)를 이용하여 근활성 측정과 동시적으로 이 악물

기에서의 교합접촉 양태를 교합 접촉점수와 교합 접촉력을 중심으로 기

록한다.[고준원 et al. 1998]

라.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를 저작측과 교합유도 형태에 의한 변화 및 저작계 기능 장

애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 관해 비교 분석한다. 즉 환자군과 정상군, 주

저작측과 반대측, 측방유도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비교 분석한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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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들 측정치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한다.[고준원 et al. 1998]

2) 측방유도형태 및 저작습관에 따른 저작근 근전도 변화에 대한 고찰

근기능 이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던

근전도는 치과계에서는 저작근 및 경부근의 기능이상을 객관적으로 진단

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하악운동 중에 발생하는

저작근의 활성에 관한 연구는 악기능 운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저작근의 연구에 근전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록 Throckmorton 등[Throckmorton et al. 1992]과 Cecere 등

[Cecere et al. 1996]이 그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Lindauer 등[Lindauer et al. 1991]은 특히 이악물기나 저작시와 같

이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날 때, 그 정략적 수치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였

으며 Kroon 등[Kroon et al. 1992]도 근육성 장애환자에서 동통이

있는 근육은 동통이 없는 근육보다, 동통이 없는 근육도 정상인의 근육

보다 이악물기시 활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그 신뢰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Kawazoe[Kawazoe et al. 1980], Hagberg등[Hagberg 1988]은

측두하악장애 환자는 정상인과 근활성도에 있어서유의한 차이가 있으므

로 근활성도의 정확한 측정은 측두하악장애의 진단 및 예후, 치료를 평

가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근래에도 근전도를 이용하여 저작

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Ferrario 등

[Ferrario et al. 1991]은 편측 이악물기시 작업측 관절보다 균형측

관절이 항상 많은 부하(load)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측두근 활

성이 높을 때 양측악관절의 부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Borromeo

등[Borromeo et al. 1995]은 안정장치상에서 이악물기시 교근의 활성

도는 견치유도군과 군기능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 Manns등

[Manns et al. 1984]과는 다른 결과는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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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과 교근 모두에서 견치 유도군과 비견치유도군 간의 근활성도에 있

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Kerstein등[Kerstein et al. 1991]은 측방운동시 근활성이 높

을수록 구치부 이개시간(posterior disoclusion time)이 길다고 보고

하여 구치부 이개시간이 길수록 근활 성도가 높아져서 근 경련이나 근피

로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Vissor등[Visser et al. 1994]은

근육성 두개하악장애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이악물기시 근활성도가 교근

에서는 낮고 전측두근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교

근의 경우 환자군이 주 저작측 및 반대측 모두에서 정상군보다 근활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Vissor등[Visser et al. 1994]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측두근의 경우는 이 연구에서는 환자군과

정상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선호하는 저작측에 따른 분석은 비교할 만한 보고가 거의 없

는 실정이지만 Gillings등[Gillings et al. 1973]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 대칭적인 저작주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선호하는 저작측이 있다고

하였다. Pond등[Pond et al. 1986]과 Kumai[Kumai 1993]는 일단

성인이 되어 저작양태 가 확립되면 동통성 자극만이 저작측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관절음, 개구 및 저작시 어려움, 운동장애, 개,폐구시

편위, 근육통과 관절통등이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저작운동에 다양한 영향

을 미치지만 저작측 선호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Wilding등

[Wilding et al. 1991]은 대상자의 45%가 일관된 저작측을 가지지만

선호하는 손이나 발, 눈과 소리를 듣는 측과는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군에서는 좌측저작자가 많이 나타났고 정상군

에서는 우측저작자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 선호하는 저작측으로 저

작시에 비선호측으로 저작시보다 대체로 근활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

한 결과는 동통이나 교합장애 때문에 편측저작 이 발생된 경우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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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복성 관절원판 전위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 한 Sato등[Sato et

al. 1996]은 근육통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간에는 근활성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저작측의 교근(12.1μV)에서 정상군(18.8μV)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측두하악관절은 양측성 관절이므로 만성적인 질환인 경우 편측의 이환

이 반대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상인에서도 근육의 면적, 여러

가지 교합요소에 의해 좌우근육의 비대칭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대칭

성을 병적 상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고준원 et al. 1998]

3. 전치부 개방교합시 이설근 및 구륜근 활성도 연구

1) 전치부 개방교합시 이설근 및 구륜근 근전도 측정 방법

가. Acrylic appliance

이설근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여 Acrylic appliance[Milidonis et

al. 1988]를 제작한다. 압박인상을 채득하여 측절치의 후방으로 잇몸과

구강저 점막의 경계에 설소대 양측으로 은판전극(Pure silver plate

electrode)을 위치시키기 위해 cast 모형상에 한 변이 6mm인 정사각

형의 은판전극을 붙인 다음 레진으로 매몰하여 치경부의 높이로 제2대

구치까지 연장하여 적절한 유지장치를 제작한다. 장치의 일정성과 혀의

운동에 장애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레진은 약 1.5mm 두께로 1인의

술자에 의해 제작한다.

나. 근전도 기록

지면에 수직인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피검자를 편안히 앉히고,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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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도록 안정시킨 후, 환자의 눈은 전방을 향하도록 한다.[정동기 et al.

1993] 그 후, 각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연습시킨 후 근활성

도를 기록한다. 근전도 기록은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근활성도의 지표

로 이용한다. 근전도 기록을 위한 전극은 양극표면전극을 사용하고, 표

면전극을 이용한 근전도의 기록 시 표면 유막에 의한 전기적 저항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구륜근에 전극을 부착시키기 전에 전극 부착부를 알콜

스폰지로 깨끗이 닦고 직경 10mm의 은판전극에 근전도크림을 전극에

주입한 후 상순 인중의 좌우측으로 1cm씩 떨어져 정중선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게 하고 종이테이프로 고정시켜 구륜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한

다. 이설근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대상에게 장착한 후 근

활성도를 기록한다.

다. 근전도기

이설근과 구륜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8 Channel recorder를

이용하고 근전도기의 민감도는 100μV로, Band width는 10-2000Hz

로 한다.

라. 근전도 관찰 항목

근전도 측정시 관찰할 항목은 안정위, 연하시, 개구시, 등장성 혀 내밀

기의 5가지 기능운동 상태이다.

마.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의 분석

근전도를 검사한 동일 피검자를 대상으로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촬

영하여, 통법에 다라 tracing paper에 투사한 후, 다음 항목을 계측한

다.

- 각도계측항목

a. 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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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N-OP

c. SN-PP

d. SNB

e. SN-MP

f. OP-MP

g. U1 to L1

h. U1 to SN

i. L1 to MP

- 선계측항목

a. Midcondylar to ANS

b. Midcondylar to Pog

c. overbite

d. overjet

e. Maxillary molar height(교합평면과 수직으로 측정된 구개평면에

대한 상악 제 1 대구치 근심협측교두까지의 거리)

f. Mandibular molar height(하악평면과 수직으로 측정된 하악평면

에 대한 하악 제 1 대구치 근심협측교두까지의 거리)

g. Na-Me

h. Na-Me line에 평행한 Na-ANS 거리

i. Na-Me line에 평행한 ANS-Me 거리

j. SN plane에 수직인 Go-SN plane 거리

k. Ramus height

- 통계처리

전치부 개방교합자와 정상교합자의 각 군별로,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

에서 측정된 계측항목들과 근전도 검사 측정치인 근활성도에 대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의 검정은 Student

t-test를 이용한다. 그리고 두 개 안면골의 형태와 근활성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구한다.[강용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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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활성도 및 근활성도와 안면골격요소와의 상관관계

개방교합자의 선정에서 Angle의 분류와 관계없이, overbite가 –0.5

에서 –6mm인 대상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SNB와 RH는 전치부 개

방교합자와 정상교합자간에 안면골격요소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였지만 안면골격요소와 근활성도간에는 상관계수가 0.4 이하여서 유의

성 있는 상관관계는 없다고 한다.

정상교합자와 전치부 개방교합자에서 안면골격요소와 근활성도간의 상

관관계를 보면, 정상교합자보다 전치부 개방교합자에서 더 많은 항목에

서 유의성이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전치부 개방교합

자의 하악골 및 OB와 관련된 항목에서 더 많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

체적인 상관관계의 비교에서도, 전치부 개방교합자에서 더 높은 상관계

수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것은 전치부 개방교합의 발생 및 발전에 영향

을 끼쳤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강용 et al. 1995]

3) 전치부 개방교합시 이설근 및 구륜근 활성도 고찰

전치부 개방교합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또한 치료결과도 유지하기

어려운 부정교합의 한 형태이다. 개방교합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혀와 주

위 근육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혀는 내설근, 외설

근의 두 가지 근육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Bennett et al. 1946], 혀

의 전돌 운동은 외설근 중의 하나인 이설근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생

각되어 왔다.[Lowe 1980] 이른 바탕으로 개방교합의 주요한 원인요소

를 제공하는 이설근의 근활성도와 구강 주위의 입술을 이루는 구륜근의

근활성도를 관찰하고,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이용하여 두개안면구조

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개방교합자에서 ODI는 50 또는 60 정도의 수치로써, 정상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며, SNA는 비교적 정상범주에 속하며, SNB는 정상보다 작

다. 교근 및 측두근은 발육이 덜 되어 있고, 후방의 근육은 활처럼 휘어

져 있으며, 교근은 대구치의 후방에 위치하여, 치아의 전방이동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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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힘이 작용하여, 전치부의 전방경사를 나타내게 되고, 상하악 중

절치가 이루는 각은 작게 된다. 제 3 대구치의 매복과 비정상적인 맹출

이 많고, 하악골은 수직방향의 성장이 왕성하게 된다. Gonial angle은

둔각을 이루며, Antegonial notch는 발달되어 있고, ramus는 비교적

짧고, 하악골의 symphysis는 덜 발달되어 위아래로 길고, 전후방으로

좁다. 교합면은 하방으로 경사를 이루며, 하악골은 후방으로 전위되어

있다. 상악골의 특징으로는 구개평면이 전상방면으로 올라가 있고, 구치

부 치조골의 길이가 길고, posterior cranial base의 길이가 짧고, 과

두는 높게 위치하고 있으며, 과두에서 대구치까지의 길이는 길다고 한

다.[박영철 1982]

안정위 근활성도에 관하여, 최[최연석 et al. 1994]는 개방교합자의

이설근의 활성도가 정상교합자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구륜근에서는 유의

차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상교합자 및 개방교합자간의 구

륜근의 활성도가 유의성 있는 차이로 전치부 개방교합자에서 높았다.

연하시 근활성도에 관하여, Ingervall[Ingervall 1976,Ingervall et

al. 1978]은 연하중 하순은 안면구조와 상관관계가 없고, 하악의 회전

과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Kydd[Kydd et al. 1963]등은 개방

교합자의 연하 중 설압은 정상교합자의 2배라고 하였고, 구순압은 개방

교합자가 정상교합자보다 적다고 하였다. 최[최연석 et al. 1994]는 쥬

스 연하 중 설근과 구륜근의 활성도는 개방교합자가 정상교합자보다 유

의성이 컸다고 하였다.

개구와 관련된, 증가된 이설근의 활성도에 대한 생리학적인 관점은 호

흡과 관련된 인두 직경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하악이 하후방으로 회전

시, 인두는 다소 크기가 줄어들고, 증가된 이설근의 활성도는 후두에서

코로 더 원활한 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인두의 전벽은 최소

한 이설근에 의해 일부나마 위치적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외설근

의 하나인 이설근은 혀의 전진근으로, 수의적인 개구운동시 하악이 후하

방으로 회전하여 인두부의 크기가 줄어들면, 이설근은 혀를 전방으로 이

동시켜 인두부의 직경을 유지하여 원활한 기도가 확보되도록 한

다.[Lapidot et al. 1975,Subteiny et al.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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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개방교합자에서 하악의 수의적인 개구시 Lowe[Lowe

1980,Lowe et al. 1979]는 이설근의 근활성도 역치는 낮고, 구륜근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등장성 혀 내밀기는 상악 전치부 설면에 혀를 댈 때의 근활성도이며,

개방교합군에서 이설근은 전치와 하악이 관련된 골격 계측 항목인 OB

와는 순상관관계가 있고 구륜근은 OB와 유의성 있는 역상관관계를 보

였다는 연구가 있다. 정상교합자 및 개방교합자에서 이설근과 구륜근의

활성도는 유의성 있는 차이로 전치부 개방교합자에서 높다고 한다.

최대 혀 내밀기는 혀를 최대한 전방으로 내밀었을 때 측정된 근 활성도

이며 개방교합자에서 이설근은 상하악과 관련된 골격 계측항목인 PFH

와 유의성 있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구륜근도 1 to SN의 계측항목

에서 유의성 있는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정상교합자 및 개방교합자에서

이설근과 구륜근의 활성도는 유의성있는 차이로 전치부 개방교합자에서

높다고 한다.

하악과 관련된 항목의 골격요소들이 근활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는 점을 고려할 때, 하악의 위치 변화나 성장방향과 성장량이 상악에 비

해 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저작근내의 근활성도와 골

격구조가의 상관관계는 근활성도가 골격의 형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거

나 혹은 근활성도의 정도가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된 안모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시사해 준다.[Lowe et al. 1979]

골격형태와 이설근과 구륜근의 근활성도 간에 상관관계가 정상교합군에

서는 적은 반면, 개방교합군에서는 더욱 많은 항목의 골격요소들이 안정

위, 언하시, 개구시, 등장성 혀 내밀기 및 최대 혀 내밀기 때의 근활성

도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여 이설근, 구륜근의 근활성도는 전치부 개방

교합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강용 et al.

1995]

4. 악골 골절에서 술 후 교합압 및 근전도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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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근은 협골궁에서 기시하고 하악지의 외측면에서 정지하는 악골의 폐

구에 관계하는 근육으로 삼차신경의 3번째 가지인 하악신경의 교근신경

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 교합 시 교근이 수축하는 동안 근섬유의 전기적

활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발생된 전기적 신호가 전극(electrode)

을 통해 기록된다.[Ahlgren et al. 1973,김명국 1968]

자발적 교합력(volutary bite force)은 악골의 페구근의 (근전도적 활

성도, electromyographic activity)에 비례해 증가하게 되고 근전도는

악골의 폐구근의 활성도의 관찰에 많이 사용된다.[Georgiakaki et al.

2007, Armijo-Olivo et al. 2007,Teenier et al. 1991]

악구강계의 기능은 안면골격 구조와 여러 연조직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

지며[Miralles et al. 1991],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러한 조화가 깨지

게 되면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악골의 골절은 교합과 하악의

운동 범위, 저작근의 근활성도 및 교합력을 변화 시킨다[Reena et al.

1998].

1) 교합력의 측정

환자의 최대 자발적 교합력(maximum voluntary bite force)을 측

정하고 교합력의 변화는 OCCLUSAL FORCE-METER GM10

(NAGANO KEIKICO., Japan)를 사용하여 절치부, 견치, 소구치부

및 대구치부 이렇게 4개의 군으로 나누어 골절측(Fracture side)과 비

이환측(Normal side)을 각각 측정한다. 수술 후 총 6회(1주, 2주, 3

주, 4주, 6주 및 8주)에 걸쳐 측정한다.[최용관 2007]

2) 근활성도 측정

HK/214 advanced Human Physiologic Teaching Kit(Iworx,

U.S.A)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피대상자의 신체에 모든 장신구를 제거

하고 150 pre-gelled Ag/AgCl surface electrode를 부착해야 하는

부위를 알콜솜으로 닦은 후 ground electrode를 우측 팔에 부착하고



- 33 -

나머지 두 개의 electrode는 교근의 주행 방향에 따라 기시부와 정지부

에 부착한다. 하악을 안정위(resting position)상태로 유지시키다가 최

대 자발적 교합력을 3회 유도하고 평균값을 측정한다. 골절측과 비이환

측의 근활성도 값을 수술 후 총 6회(1주, 2주, 3주, 4주, 6주 및 8주)

에 걸쳐 측정한다.[최용관 2007]

3) 악골 골절에서 술 후 교합압 및 근전도 변화 고찰

하악골 골절의 치료 목적은 수상전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해부학적 형

태, 기능적 교합 및 안면부의 심미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다.[Kuriakose et al. 1996] 악골 골절의 치료 방법 대해 수많은 논

쟁이 있어왔는데 비관혈적 정복술(closed reduction)에서 부터 견고

고정술(rigid fixation) 까지 다양한 방법이 연구 되어 왔다. 비관혈적

정복술의 intermaxillary fixation(IMF)은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방

법이지만 불리골절(unfavorable fracture)시 골절편의 정복이 확실하

지 않고 환자의 불편감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데 큰 단점이

있다[Kuriakose et al. 1996]. Williams 등[Spiessl 1972]은 IMF

를 받은 환자에서 일회 호흡량(tidal volume)이 최대 40%까지 감소한

다고 보고하였으며, 골절편의 정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술 후 비

유합(ununion)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 등[영병은 et al.

2007]은 2개의 mini-implant를 이용해 골절편의 정복을 보다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하악골의 골절시 골절측과 비이환측의 최대 자발적 교합력과 페구근의

근활성도가 현저하게 감소되는데, 그 이유는 악안면 영역에서 통각을 일

으킬만한 자극에 반응하는 유해 수용기는 안면 피부, 구강점막, 악관절

낭, 치수, 치주 조직, 그리고 골막과 근육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서울

대학교 치과대학 1995], 하악골 골절시 악골과 골막, 근육 등에 있는

유해수용기가 자극을 받아 동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골절측

과 비이환측의 교합력과 페구근의 근활성도를 비교해보면 골절측에서의

감소가 약간 더 심하다[Tate et al. 1994,Tate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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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근은 4쌍의 주저작근과 3쌍의 부저작근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

중 폐구운동은 교근과 측두근 그리고 내측익돌근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

지만 동심침 전극(coaxial needle electrode)을 통한 근전도 분석이

아닌 은판 표면전극(surface electrode)을 통한 근전도 분석이고 관혈

적 정복술을 통한 내부쇠판 고정술 시 박리되는 주된 근육이 교근일 경

우 교근에 대한 근활성도만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최용관 2007]

Gerlach등[Gerlach et al. 2002]은 하악 우각부 골절시 전신마취하

관혈적 정복술을 통한 내부쇠판 고정술을 시행 후 교합력은 6주동안 정

상의 58%정도로 회복되었으며, 4주에서 6주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하

는데, 이유는 하치조 신경이 재생(regeneration)되고, 박리되었던 골막

이 재위치(reinnervation)되어 동통감각이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구치부의 최대 자발적 교합력이 2주에서 3주째 변화가

없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최대 자발적 교합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6주째 골절측 구치부의 교합력은 76%가 회복되었다는

연구도 있다.[최용관 2007]

4) 악골 골절에서 술 후 교합압 및 근전도 변화 측정 결과

하악골의 편측 우각부 골절과 과두하부 골절시 교근의 박리 후 관혈적

정복술을 통한 내부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하였을 때 환자의 최대 자발

적 교합력과 교근의 근활성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되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교 병원 부속 치과병원에 하악골의 우각부 골절과 과두하부 골

절로 진단받은 후 전신마취 하 관혈적 정복술을 통한 2.0mm

noncompression miniplate를 이용하여 superior border와 inferior

border에 내부 쇠판고정술을 시행한 20병의 환자를 대상으로 골절측과

비이환측의 최대 자발적 교합력과 교근의 근활성도를 각각 술 후 총 6

회(1주, 2주, 3주, 4주, 6주 및 8주)측정하여 통계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최용관 2007]

가. 대조군의 최대 자발적 교합력은 전치부, 견치, 소구치부 및 대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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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각각 0.113kN, 0.182kN, 0.295kN 및 0.486kN으로 측정되

었으며 교근의 활성도는 0.192volts로 측정되었다.

나. 실험군의 골절측에서 최대 자발적 교합력은 절치부에서 4주, 견치와

소구치부에서 6주, 구치부에서 8주에 회복되었으며, 교근의 근활성도는

6주에 회복되었다.

다. 실험군의 비이환측에서 최대 자발적 교합력은 절치부에서 4주 그리

고 견치, 소구치, 대구치부에서는 모두 6주에 회복되었으며, 교근의 근

활성도는 3주에 회복되었다.

라. 2.0mm miniplates를 이용하여 superior border와 inferior

border에 고정하는 방법은 20명의 환자 중 어떠한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양호한 최대 자발적 교합력과 근활성도의 회복을 보였다.

5. 편측안면경련의 미세혈관 감압술시 근전도 연구

편측안면경련은 한쪽 안면근이 불수의적, 간헐적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질환으로서, 보통 안륜근에서 시작되어 점차 반측안면의 모든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게 되는 소견이 특징이다.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면 근력이 약화되고 강직현상이 나타나는 등 외관상의 문제로 환

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Auger 1979, Kim et

al. 2001]. 편측안면경련은 제 7 뇌신경이 신경근 기시부(Root exit

zone)에서 특정혈관에 의해 맥동성 압박을 받아 뇌신경 과기능증을 유

발하여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uger 1979, Møller et

al. 1985, Møller et al. 1987]. 뇌신경의 과기능증의 발생기전에 대

해서 알려진 가설중에 혼선가설이 있는데, 이는 안면신경의 일부 축삭의

정상적 전기 활동이 탈수초 부위에서 인접한 축삭으로 혼선(ephase,

cross talk)이 되어 안면경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Møller et al.

1985, Nielsen 1984]. Nielsen[Nielsen 1984]은 편측안면경련 환

자에서 안면신경의 협골 분지를 역행방향(antidromic)으로 자극할 때

이근(mentalis muscle)에서 정상 군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연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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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고하면서 그 기전을 혼선가설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Møller와 Jannetta [Møller et al. 1985, Møller et al. 1987]는

수술시 이반응의 소실을 관찰하여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임상적

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기생리학적 감시 하에서 원인혈관을 완전히 감압하여도, 수술

후에 안면경련의 임상양상의 변화를 보이며, 또한 수술 후 전기생리학적

변화가 일정치 않음이 보고되어지고 있다[Møller et al. 1985, Auger

et al. 1981, Møller et al. 1985]. Nielsen[Nielsen 1985]은 수술

후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비정상 활동전위(abnormal muscle

response : AMR)의 소실정도를 추적 검사하여 계속적인 전기생리학

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신경외과 영역에서 편측안면경련의 치료로서 제

7 뇌신경을 압박하는 혈관을 감압시키는 미세혈관 감압술

(microvascular decompression : MVD)을 시행하는데, 수술 중 전

기생리학적 안면 근전도 감시는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으나[Møller et al. 1985, Møller et al. 1987,

Auger et al. 1981, Møller et al. 1985, Jang et al. 1994, Lee

et al. 1992]. 수술 중 안면 근전도 감시소견과 수술 후 환자의 임상적

인 결과와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드물며, 수술 후 추적 검사한 안면 근

전도 검사의 변화와 임상적인 결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도 드문 실정

이다. 또한 이근에서 보이는 비정상 활동전위의 변화정도와 임상적인 결

과의 상관관계도 알려져 있지 않다.[Heo 2002]

1) 편측안면경련의 미세혈관 감압술시 근전도 측정법

수술 전 관골 분지(zygomatic branch of the facial nerve)를 역행

성으로 자극하여 이근(mentalis muscle)에서 비정상 활동전위

(abnormal muscle response : AMR)의 출현을 확인한다, 수술 중

근전도 감시를 위하여 마취 직후에 표면막 대전극을 관골하연 눈 외측

가장자리로부터 3 cm 정도 외측에 부착시키고, 안면신경의 관골분지를

1-2초마다 한 번씩 자극한다. 이근에서의 비정상 활동전위의 기록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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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침전극을 사용한다. 수술 전과 수술 각 단계, 즉 경막 절개시 지주막

박리시, 원인혈관 감압시, 수술 종료시에서 비정상 활동전위의 변화를

측정하고, 수술 후 7일째의 비정상 활동전위의 변화를 측정한다. 수술

중 감시를 위하여 마취유도 때부터 수술 종료 시까지 근육이완을 위한

신경근육 차단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생리학적 변화는 수술 전에 측

정한 비정상 활동전위의 진폭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비정상 활동전위

가 완전히 소실된 경우, 50% 이상 감소한 경우, 50% 미만 감소한 경

우, 변화가 없거나 증가된 경우로 분류한다.[Heo 2002]

2) 편측안면경련의 미세혈관 감압술시 근전도 고찰

수술 중 안면 근전도 감시를 시행하여 원인혈관의 완전한 감압을 유도

하여 성공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근전도 감시군

과 비감시군 간의 수술성적의 차이가 있다는 문헌은 없으며, 오히려 두

군 간의 임상적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Kim et al. 2001, Shin

et al. 1995]. 이 연구에서 근전도 감시군과 근전도 비감시군의 수술성

적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설은 첫 번째로 “원인혈관의 육안적 관찰의 한계성”이

다[Kim et al. 2001, Shin et al. 1996]. 근전도 감시에 상관없이

원인혈관을 찾는데 수술자의 육안적 관찰이 중요한데, 육안적으로 관찰

된 원인혈관을 충분히 감압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근전도상 비정상 활동전

위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마도 다른 원인혈관이 해부학적으

로 확인하기 힘든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다. 즉 원인혈관이 표재

성으로 위치한다면 근전도 감시 없이도 쉽게 감압시킬 수 있으나, 원인

혈관이 해부학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근전도 감시에 상

관없이 감압시키기 어렵다. 원인혈관의 압박 위치가 수술 중 감시여부보

다 수술성적에 영향을 주는 더욱 중요한 인자일 가능성이 있다.[Heo

2002] 두 번째 가설은 “탈수초 신경의 재수초화”이다[Kim et al.

2001, Shin et al. 1995, Shin et al. 1996]. 육안적으로 원인 혈관

의 완전한 감압 후에도 수술 종료시에 남아있던 비정상 활동전위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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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혈관압박으로 인한

탈수초화 되었던 신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수초화됨에 따라 나타나

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수술자는 전기생리학적 감시의 결과에 상관

없이 술자의 경험에 의거하여 수술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두 가지의 가설에[Kim et al. 2001, Shin et al. 1995, Shin et al.

1996] 따르면 수술 중 근전도 감시가 수술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도 근전도 감시군과 비감시군

간의 임상결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수의 대조군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세혈관 감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뇌신경 장애, 소뇌기능

장애, 창상감염, 뇌척수액 누루, 두개강내 출혈 등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Mooij et al. 2001, Møller et al. 1985, Shin et al. 1995]. 이

들 합병증 중에서 원인혈관 조작 및 감압 시에 수술조작에 의해서 직접

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두개강내 출혈과 뇌신경 장애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 후 두개강내 출혈은 없었고 뇌신경 장애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 뇌신경 장애는 근전도 감시군에 비해 비감시군에서 더 많은 발

현을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근

전도 감시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인혈관을 찾을 수 있어 수

술 중 불필요한 수술조작에 의한 뇌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근전도 비감시군에서 발생한 뇌신경 장애 중 4례는 일

시적 안면신경 마비증상이었으며 모두 2주 이내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었

다. 이는 수술 조작에 의한 안면신경 손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Frueh등[Freuh et al. 1990]은 수술 전 검사에서 90%에서 불완전

안면신경마비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수술 후 관찰되는 안면신경 마비는

수술의 합병증보다는 안면 경련이 소실되면서 지각되어지는 경우라고 보

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안면신경 마비의 발현가능성도 배재할 수

는 없다.

하지만 근전도 비감시군에서는 객관적인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

여 수술 전에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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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합병증은 수술자의 경험과 수술수기의 숙달정도와의 연관성을 배

재할 수 없으나, 수술자의 경험이 적을수록 근전도 감시가 원인혈관의

발견과 감압에 도움을 주므로 불필요한 수술조작을 줄여 합병증을 줄이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장기 추적 임상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 근전도 검사

는 수술종료 직후 근전도 감시상의 비정상 활동전위의 소실정도가 아니

라, 수술 후 7일 째 추적 검사한 근전도상에서 비정상 활동전위의 소실

정도였다. 근전도 감시군에서 수술 후 7일째 시행한 안면 근전도 검사

상 비정상 활동전위의 완전소실 혹은 50%이상 소실을 관찰할 수 있었

던 경우는 20례였으며, 모두에서 좋은 임상결과와 좋은 예후를 보였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술 종료 시에 감시 근전도상에서 비정상

활동전위의 완전소실 혹은 50% 이상의 소실을 보였으나, 2례는 나쁜

임상결과를 나타냈다. 이 중 1례는 증상이 호전되어 좋은 임상결과와

예후를 보였으며 수술 후 7일째 추적검사 상에서 비정상 활동전위가

50% 이상 소실된 소견을 계속 유지하였다. 수술 종료시에 감시 근전도

상에서 비정상 활동전위의 50% 이하의 소실을 보였으며 나쁜 임상결과

를 보인 1례는 수술 이후 점차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

데, 수술 후 1주째 시행한 추적 검사상에서 비정상 활동 전위가 50%

이상 소실된 소견을 볼 수 있었다. 수술이후 안면경련증상의 호전에 따

라 전기생리학적 현상도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Shin등

[Shin et al. 1995, Shin et al. 1996]의 연구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고 하였다. 이런 전기생리학적 현상의 변화를 보고한 Sood등[Sood

et al. 1993]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생리학적 현상의 정상화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술 이후 점진적인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현

상은 손상된 신경의 수초탈락의 유무와 수초재형성의 시기와 관련된다고

하였고, 조기에 경련이 소실되는 것은 박동성 압박에 의하여 유발된 자

발성 흥분 혹은 이소성(ectopic) 흥분이 감압 후 즉시 없어진 결과로

설명하였으며, 증상의 점진적 소실은 안면신경의 미세손상으로 인한 이

차적인 신경핵의 비정상적인 과흥분 상태가 잔존하다가 서서히 소실되면

서 경련이 소실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Møller와 Janneta는[Mø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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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86] 수술 후 평가한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비정상 활동전위

가 없어지거나 감소한 경우는 추적관찰시 임상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가

능성이 높다고 하여 수술 후 시행한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환자의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술 후에도 안면신경의 전기생리학적 현상의 변화가 관찰되며,

안면경련의 증상의 변화와도 연관지을 수 있다. 손상된 말초신경의 재생

과정에서 재수초화는 손상 후 1주에서 3주 사이에 시작된다[Shin

1993]. 지속적 혈관압박에 의한 손상으로 탈수초화된 신경이 재수초화

가 시작되는 시기도 같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수술 후 1주째에 시

행한 근전도 검사는 신경의 재수초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반영하므로 예

후와의 연관성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도 수술 후 추적검

사한 근전도 검사소견과 임상결과 및 장기 추적 임상결과와의 연관성이

있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특히 수술 후 7일째 검사한

비정상 활동전위의 변화는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Heo 2002]

3) 편측안면경련의 미세혈관 감압술시 근전도 측정 필요성

편측안면경련의 미세혈관 감압술 중 안면 근전도 감시는 수술 중 특히

2가지 이상 복합된 원인 혈관의 확인과 감압에 도움이 되며, 수술과 연

관된 합병증 중 특히 제 7 뇌신경과 제 9 뇌신경 손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수술 후 임상결과와 예후는 수술 직후의 전기생리학적 검

사의 결과보다 수술 후 7일째 추적 검사한 전기생리학적 검사의 결과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수술 후 임상결과와 예후를 예측하는데 추적 전

기생리학적 검사가 필요할 것이며,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의 변화와 임

상양상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편측안면경련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Heo 2002]

6. 경피성 신경자극이 근전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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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안면영역에서 나타나는 비치성 동통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측두

하악장애 (Temporomandibular disorders)의 일종인 저작근 통증은

구강안면통증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Bell 1989, Schiffman 1990] 이러한 저작근 통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근육의 비 기능적 활성, 자세성 근긴장, 과도한 수축이

나 신장 등으로 유발된 근피로가 저작근 통증의 발생에 기여한다는 가설

이 제시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type III, IV 유해구심성섬유가 감작되거나 국

소인자에 의해 활성화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

다.[Laskin 1969]

근피로는 근육조직이 일정한 수축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상태

로 정의되며, 피로상태의 골격근은 수축력이 감소하고 임상적으로 촉진

시에 동통을 호소한다.[Mao et al. 1993] 동통이란 조직 손상이나 잠

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및 심리적 경험으로서, 동통이

갖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 그리고 동통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반응의

차이로 인해 동통의 역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통증의 정량화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증 측정법

은 Visual Analog Scale (VAS)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VAS 는 환

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주관적 통증강도 측정법이지만 질병의 심도와 비

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근피로를 포함한 근육의 생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압력통각계를 이용한 근육의 압력통각역치 (Pressure Pain

Threshold: PPT) 의 측정, 다양한 근전기적 신호를 측정, 분석하는

근전도 (Electromyography: EMG) 검사 등이 있다. 근육의 압력통각

역치 측정은 높은 신뢰도가 입증되어 심부 근육통증의 지표로서 널리 이

용되고 있으며 근막동통 환자와 긴장성 두통환자를 포함한 많은 만성 근

육 기원성 동통질환들에서 동통이 없는 정상인보다 낮은 압력통각역치가

보고되고 있다.[Fisher 1987, Chung et al. 1992, Langemark et

al. 1989, Ohrbach et al. 1989, Jensen 1990, McMillan et al.



- 42 -

1994]

근육의 다양한 생리학적 상태를 반영하는 복잡한 근전기적 신호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근전도 power spectrum 분석법은

sampling frequency 를 이용하여 얻은 신호를 FFT (Fast Fourier

transformation)에 의하여 주파수 형태로 전환시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 주로 근육 의 피로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1990] 많은 연구들에서 근수축이 지속되어 근피로가 진행 될수

록 근전도 신호의 power spectrum 은 저주파 영역으로 이동된다는 사

실이 입증되어, 근전도 power spectrum 의 주파수분석은 근피로의 지

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Boxtel et al. 1983, Celichowski et al.

1991, Naeije et al. 1981]

저작근 통증을 포함하는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법으로는 물리치료, 행동

및 심리치료, 약물치료, 교합안정 장치치료, 교합치료, 외과적 치료 등

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역적 방법을 먼저 시행하며, 증상 및 징후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비가역적 방법을 고려하게 된다. 물리치료

는 대표적인 가역적인 치료법으로서 교합안정장치치료와 함께 측두하악

장애의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다.[Kim et al. 2006]

구강안면통증의 물리치료에는 온열요법, 냉각요법과 함께 다양한 전기요

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중 전기자극이 통증의 치료목적으로 활발

히 사용하게 된 것은 Melzack 과 Wall 의 관문조절설이 대두되면서

부터였다.

경피성 전기신경자극요법 (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 TENS)은 일반적으로 고주파의 파장이 짧은, 중간강도

의 자극을 가하여 큰 직경의 고유감각 수용성 신경을 선택적으로 활성화

시켜 작은 직경의 섬유에 의한 유해수용성 자극을 차단하거나 조절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Francini et al. 1981]

1967년 Wall 과 Sweet 의 연구에서 통증조절을 위해 TENS 가 이

용될 수 있음을 처음 보고한 이후로 많은 연구들에서 급성통증 뿐만 아

니라 근막동통(myofascial pain), 복합성 국소동통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섬유근통(fibromyalgia)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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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만성 근골격계 동통질환에서 통증완화효과가 보고되고 있

다.[Francini et al. 1981, Somers et al. 2006, Johnson et al.

2007, Sabino et al. 2007, Wall et al. 1967, Offenbacher et

al. 2000]

1) 경피성 신경자극에 대한 근전도 측정

예비연구에서 주관적 통증강도 (Visual Analogue Scale: VAS), 압

력통각역치(Pressure Pain Threshold: PPT), 근전도 power

spectrum 의 측정값은 좌, 우측 교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측 교근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실험은 교차설계를

하여 적어도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양일간 수행되었다. 즉, 무작위로 양

일 중 하루는 실험군으로서 TENS 를 적용하였고, 다른 하루는 대조군

으로서 sham-TENS 를 적용하였다. 지속적인 등척성 수축으로 유발된

근피로 전과 후의 주관적 통증강도, 압력통각역치, 근전도 power

spectrum을 TENS/sham-TENS 를 적용하기 전과 후에 반복 측정하

였다.

머리를 편하게 고정할 수 있는 치과진료용 의자에 피험자를 앉히고, 안

정상태에서 우측 교근의 표층부 하방 1/3 부위의 주관적 통증강도와 압

력통각역치를 측정한 뒤, 피험자에게 정상적인 구치부 교합으로 최대로

이를 악물게 하여 근전도상에 나타나는 최대 진폭 (peak to peak

amplitude) 값을 측정하였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각 측정치 중

최대값을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력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 MVC) 으로 정하였다. 5분간 휴식 후 피험자로 하여금

근전도 기기와 연결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파형을 보면서 MVC의

70%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악물기를 하게 하여 실험적으로 근

피로를 유발하였다. 더 이상 MVC의 70% 수준을 지속할 수 없을 때

까지의 인내시간 (endurance time) 과 근전도 power spectrum 을

기록하였다. 피험자가 더 이상 MVC의 70%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

면 이악물기를 중단시키고, 즉시 같은 부위의 압력통각역치와 주관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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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도를 측정하였다.

첫째 날에 무작위로 실험군으로 선택된 피험자는 TENS 를 45분간 적

용한 직후에 다시 안정 상태에서 압력통각역치와 주관적 통증강도를 측

정한 후 MVC의 70%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악물기를 하게 하

였다. 인내시간 동안의 중간주파수를 기록하였고 피험자가 더 이상

MVC의 70%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이악물기를 중단시키고, 근

피로 후의 압력 통각역치와 주관적 통증강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날에는

대조군으로서 sham-TENS 를 적용할 때 표면 전극만 부착한 채 전기

자극 없이 45분 경과 후 상기 평가항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근전도의 기록은 Nicolet Viking IV electrodiagnostic system®

(Nicolet Biomedical Inc., Madison, Wisconsin, U.S.A.)을 이용

하였다. 근전도의 기록을 위해서 원반형의 pre-gelled Ag/AgCl 표면전

극(Nicolet Biomedical Inc., Madison, Wisconsin,U.S.A.)을 이용

하였다. 우측 교근의 측정부위를 알콜솜으로 닦은 뒤, 활성전극(active

electrode)을 부착하고, 이 전극과 2.5cm 의 거리를 두고 같은 교근에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을 부착하였다. 피험자가 MVC의 70%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근전도 power spectrum 의 중간주파수

(median frequency)와 중간주파수의 기울기(slope of median

frequency shift)를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피험자들에게 1.5 초 간격으로 지속시간 500 μsec 의 전기

자극이 전달되도록 설정된 Myomonitor J-4®(Myotronics Inc.,

Tukwila, WA, U.S.A.)를 이용하여 low frequency TENS 를 적용

하였다. 알콜솜으로 교근 하방 1/3 부위를 포함하는 전이개 부위를 깨

끗이 닦은 후 양측 외이도 전방의 coronoid notch 부위에 활성전극을

부착하여 5,7 번 뇌신경이 동시에 자극되도록 하였고, 비활성전극은

hairline 직하방의 후두부 아래의 중앙에 부착한 뒤 피험자의 근육수축

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 진폭을 조절한 상태에서 45분간

적용하였다. 대조군의 피험자들은 실험군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

서 단지 자극강도를 0으로 유지한 상태로 45분간 적용하였다.[Kim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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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피성 신경자극에 대한 근전도 측정 결과 고찰

압력통각역치는 심부조직의 통증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방법

으로서 근막동통, 긴장성두통, 섬유근통 등의 근육기원성 통증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낮은 압력통각역치가 보고되었고, 그 기전으로서 근육이 수

축하는 동안 근육의 허혈로 인한 기계유해수용기(mechanonociceptor)

의 민감화(sensitization)나 동통 조절과정의 이상으로 인해 압력통각

역치가 낮아진다고 설명되고 있다.[McMillan et al. 1994, Sandrini

et al. 1994, Kosek et al. 1996]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등척성 수축으로 유발된 근피로와 근

육통증 상태에서의 압력통각역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Sham-TENS

는 근피로 유발 전과 후의 압력통각역치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으나

TENS 를 적용한 후에는 압력통각역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TENS

의 통증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측정한 지속적인 등척성

수축 전과 후의 압력통각역치의 변화량은 TENS 적용 후 유의하게 감

소하여, 근 피로로 유발된 근육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

었다. 지속적인 등척성 수축으로 유발된 근육통증에 대한 피험자들의 주

관적인 통증강도도 압력통각역치와 함께 TENS 적용 후에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근전도 power spectrum 분석은 국소 근피로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널

리 이용되고 있다.[Boxtel et al. 1983, Naeije et al. 1981, Palla

et al. 1981] 정량 분석에 이용되는 척도에는 평균주파수(mean

frequency), 중간주파수(median frequency), 고주파 구성성분에 대

한 저주파 구성성분의 비율 등이 있으나 이 중 중간주파수가 잡음

(noise) 에 가장 덜 민감하여 대부분의 power spectrum 분석에 있어

서 가장 선호되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근수축이 지속되어 피로도가 증가할수록 근전기적 신

호(myoelectrical signal) 의 power spectrum 은 저주파영역으로 이

동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Kim et al. 1990, Boxt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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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Naeije et al. 1981, Palla et al. 1981, Chung et al.

2002] 저작근의 지속적인 수축 시 근전도 power spectrum 이 저주파

영역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활동전위 전도속도(action

potential conduction velocity)의 감소설, 활동전위형태(action

potential shape)의 변화설, 운동단위(motor unit)의 동시화

(synchronization)설, 운동단위의 보충(recruitment)설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근섬유를 따라 주행하는 활동전위의 전도속도의 감소가

power spectrum 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

다.[Mao et al. 1993, Palla et al. 1981, Chung et al. 2002,

Lindstrom et al. 1970] 지속적인 근수축으로 유발된 근피로와 관련

된 생리학적 요인들로는 Ca2+, glycogen, adenosine triphosphate

(ATP) 의 감소와 젖산 등의 축적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Lindstrom

등은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동안 근육내 혈액순환이 억제되고 조

직의 산소요구량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어 에너지 대사가 저효율의 혐기

성 에너지 대사로 전환하면서 대사과정으로 발생한 노폐물이 신속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산성 대사산물이 점차 축적된다고 하였다. 이 때 산소

부족보다는 대사산물의 축적이 근피로의 발생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고 산성 대사산물의 발생으로 인해 세포내 pH 가 낮아지면 세포

막의 흥분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활동전위 전도 속도의 감소와 근전도

power spectrum 의 변화가 초래 된다고 하였다.[Lindstrom et al.

1983]

이 연구에서는 중간주파수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인 근수축 시작과 종료

시의 중간주파수의 변화량과 근수축동안 중간주파수가 변화하는 기울기

로 평가하였다. TENS/sham-TENS 를 적용하기 전과 후 모두에서 지

속적인 근수축 후 근피로가 발생하면서 중간 주파수는 감소하였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근수축 동안 중간주파수의 변화량은

TENS 를 적용한 경우 더욱 적게 감소하였고, 중간주파수 변화의 기울

기는 더욱 크게 증가하여 TENS 가 근수축으로 인한 근피로도를 감소

시키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더불어 대상이 지속적인 등척성 근수축을 시

작한 시점부터 더 이상 근수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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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인내시간(endurance time)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sham-TENS 적용 후에는 감소한 반면, TENS 적용 후에는 약간 증가

하였다. 인내시간과 근전도 power spectrum 의 중간 주파수 변화 양

상을 분석한 결과, TENS 적용은 지속적인 근수축으로 인한 근피로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Thomas 는 근전도 power spectrum 을 분석하여 근육 수축으로 유

발된 근피로는 자연스러운 휴식보다 TENS 치료에 의해서 더욱 효과적

으로 감소된다고 하였고, Frucht 등과 Montes Molina 등은 저작근에

대한 TENS 치료 결과 중간주파수가 증가함을 관찰하고, 이는 근피로시

에 나타나는 주파수 변화양상과 상반되는 결과로서, TENS 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설명하였

다.[Frucht et al. 1995, Montes Molina et al. 1997, Thomas

1990] Eble 등은 이러한 근전도 power spectrum의 변화는 TENS

가 근육세포 내 전해질 농도의 변화와 대사산물의 축적으로 유발된 근피

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대사산물을 능동적으로 제거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자극이 가해지

는 동안 K+이온 등을 재구성하여 근육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킨다고 하

였다. 그 결과 근섬유의 흥분성이 증가하고 효과적인 근수축이 가능해져

서 근육기능이 재생되고, 다른 한편으로 고유감각수용성 되먹임기전

(proprioceptive feedback system)의 변화를 정상화시켜서 근피로를

회 복시킨다고 설명하였다.[Eble et al. 2000]

통증을 조절하는 여러가지 비침습적인 물리치료법 중에서 경피성 전기

신경자극 (TENS)은 작고, 이동가능하고, 건전지에 의해 작동되는 기기

이며, 거의 부작용이 없으므로 사용 시 주의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환자

스스로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가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TENS 는 운동신경이 흥분을 하지 못하도록 역치이하의 일정한

크기의 전류 강도와 자극시간 그리고 전류의 변화속도를 이용하여 감각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통상적인 TENS(Conventional TENS, high frequency TENS)는

고빈도(50~100 Hz), 저강도(10～30mA)의 전류로 근육의 수축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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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각이상 같은 감각(paresthesia-like

sensation)을 느낄 때까지 전류 강도를 상승시켜 편안감을 느끼는 낮은

강도로 15～45분간 자극함으로써 큰 직경의 Aβ 섬유를 자극하여 내분

비성 아편제의 분비 없이 하행성 억제기전(descending inhibitory

mechanism)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전기자극 10～20분 이내

에 진통작용이 나타나 자극 후 20～30분 정도 지속되어 통증 감소 효

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지만 효과의 지속시간이 짧아 급성통증을 치

료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저빈도-고강도 TENS (low frequency TENS)는 저빈도

(0.5～10 Hz), 고강도(30～80mA)의 전류로 강하게 자극하여 직경이

작은 유해수용성 구심섬유와 운동섬유를 활성화시킨다. 전기자극 후 2

0～30분 경과 후에 진통작용이 나타나고 자극 후 2～6시간 정도 지속

되어 비교적 진통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효과지속시간이 길어 만성통

증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β-endorphin 같은 내분비성 아편제의

분비효과가 있어서 naloxone 으로 그 효과가 차단될 수 있다. 이 같은

진통효과 외에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국소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low frequency TENS 는 근막동통 환자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보

고되고 있다.

Sabino 등은 동물실험에서 급성염증으로 인한 통증의 조절에 high

frequency(130 Hz) TENS 와 low frequency(10 Hz) TENS 를

적용한 결과 모두 통증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low frequency TENS는

통증 감소효과가 더욱 오래 지속되었고 부분적으로 내분비성 아편제의

유리를 통한 기전도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전기자극을 전달하기 위

한 활성전극을 염증부위의 반대쪽에 적용한 경우에도 통증이 감소되어,

창상으로 인해 직접 전극을 위치시키기 어려운 부위의 통증조절에도

TENS 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Sabino et al. 2007]

Wieselmann Penkner 등은 TENS 에 의한 운동신경의 직접적인 자

극이 저작근으로 하여금 율동적인 수축을 일으켜 골격근의 반복적인 탈

분극이 국소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증가시켜 간질성 부종 (interstitial

edema) 과 유해자극성 대사산물의 축적을 감소시켜서 근육을 이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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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Wieselmann Penkner et al. 2001]

Kamyszek 등은 삼차신경과 안면신경에 low frequency TENS 를 적

용하여 과활성된 저작근과 이완상태의 저작근 모두에서 안정시 근전도

활성이 감소된다고 하였다.[Kamyszek wt al. 2001]

이상과 같이 통증의 관문조절이론, 내분비성 동통 억제물질 분비기전의

활성화, 근육조직 대사과정의 회복 등의 작용기전 외에도 TENS 의 저

작근 이완효과에는 최면효과(hypnosis), 외수용성 억제(exteroceptive

suppression), 반대자극(counterirritation), 교감신경계 활성의 감소

등도 부분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Galletti et al. 1995]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구강안면통증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흔

히 호소하는 임상증상 중 하나인 근육기원성 통증과 이갈이를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과활성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하

는 TENS 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Kim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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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종설에서는 구강안면영역의 장애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여러 방

법 중 신경과 근육의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법인 근

전도의 전반적인 개요, 정량적 분석방법, 측두하악장애에서의 활용 및

근전도를 이용한 구강안면영역의 연구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근전도는 활동전위의 발생, 전파, 동원 등을 포착하여 근육 내의 전기

적 활동을 탐색하고 증폭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근전도를 통해 측정된

운동단위활동전위는 MUAP 분석, 분해방법 등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 근전도는 측두하악장애를 비롯한 여러 구개안면영역의 질

환의 연구에 널리 사용됨으로서 구개안면영역의 이해에 기여해 왔다.

근전도 검사는 임상에서 구강안면영역의 근골격계 질환의 평가에 중요

한 신경생리학적 결과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추적 검사를 통해서 예

후를 예측하고 진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수적이다. 즉 골격근의 이상

유무 및 그 골격근을 지배하는 신경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므로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후를 판정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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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electromyography in orofaci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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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omyography(EMG) is displayed information of

oscilloscope about activated electrical activity of motor unit.

Nerve and muscle cells present as equilibrium polarization

state in the resting stage, but certain stimuli can break

equilibrium and they are present as depolarization state.

Electrical activity of nerve or muscle membranes in the

process of depolarization and repolarization is called action

potential. Action potential occurs at the one point will

propagate to both sides along nerve or muscle fiber. The

basic concept of electrical diagnosis is to represent

occurrence, propagation, mobilization of action potential on

the oscilloscope. EMG is the method to analyze

electrophysiological change and diagnose diseases. It is

greatly classified as nerve conduction examination and needle

EMG examination.

Through recent development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EMG signal is extracted and analyzed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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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ways, automatically and accurately.

Representative two methods are quantitative MARP(motor

unit action potential) and Decomposition methods. MARP

analysis is conventional method to record MARP of minimum

muscle contraction and to assess quantitatively. Precision

decomposition is used to measure rate coding and change of

MARP and to study motor control mechanisms.

EMG has been used in many orofacial areas. It is useful

when you want to study the changes of the masticatory

muscles due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s, occlusal contact

changes, chewing, fractures, nerve stimulation. According to

the related research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does

EMG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is controversial. Jaw

fractures fixed by open reduction looked for a more rapid

recovery in the non-affected side in EMG study. Muscle

fatigue due to muscle contraction is reduced when applied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 in the masticatory muscles,

in EMG study.

------------------------------------------------------------------

Key words: Electromyography, Temporomandibular disorder,

Orofacial, masticatory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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