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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측두하악장애의 여러 가지 기여요인들을 조사하고 

교합안정장치의 치료 효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필요한 임상적 정보를 제시하는데 있다. 

 

방 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진단된 환자 중 6개월 이상 교합안정장치치료를 시행하여 치료가 

완료된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두하악장애 연구진단기준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 

RDC/TMD)에 따라 환자들을 근육성, 관절성, 혼합성 통증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별, 연령, 기여요인, 개구량, 심리학적 평가지표, 

교합접촉치아 개수, 장치장착시간, 치료기간 등을 조사하여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 과 

65명의 환자 중 근육성 통증군은 17명, 관절성 통증군은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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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성 통증군은 24명이었다. 편이 개구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통증군 간의 차이가 없는 반면 최대 개구량은 

통증군과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 차이가 유의하였다.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은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기간, 치료 후 

개구량, 치료 전후 개구량 차이로 나누어졌으며, 통증군 별 치료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각 통증군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치료 후 개구량은 근육성 

통증군에서 치료 전 편이 개구량과 카페인 섭취에 영향을 받았고, 

관절성 통증군은 이악물기, 치료 전 편이 개구량, 관절잡음의 지속기간, 

공포불안증상(phobic anxiety)과 비례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구강주위조직의 긴장도(perioral contraction), 턱 괴는 습관, 치료 전 

최대 개구량에 비례하고 통증의 지속기간에 반비례하였다. 개구량의 

변화량은 근육성 통증군에서 편측 저작습관, 교통사고 또는 외상의 

경험이 있거나 치료 전 최대 개구량이 작을수록 커졌고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초진 시 통증강도, 딱딱한 음식 섭취에 비례하고 치료 전 

편이 개구량에 반비례하였으며,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턱을 괴거나 말을 

많이 하는 습관에 비례하고 치료 전 편이 개구량에 반비례하였다.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시간은 모든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전 나이가 

적을수록 짧았으며, 근육성 통증군에서 개교합이 없거나 추위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치착용시간이 길수록 짧았고 관절성 통증군은 딱딱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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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우울증상과 반비례하고 불면증에 비례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불면증이 없으며 장치착용시간이 길수록 통증이 먼저 

없어졌다. 

 

주요어 : 측두하악장애, 측두하악장애 연구진단기준(RDC/TMD), 

교합안정장치, 기여요인, 치료효과 

학   번 : 2010-2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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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란 저작근 및 

측두하악관절 부위의 많은 임상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악관절과 저작근의 통증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1 측두하악장애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악관절 자체의 장애와 두경부 근육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측두하악관절의 관절잡음과 통증, 저작근의 통증이 

주로 나타난다.2,3 이갈이, 이악물기, 편측 저작과 같은 구강악습관,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심리학적 요소, 외상, 연령, 성별들이 

측두하악장애와 관련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4-7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존적인 치료로는 물리치료, 기여요인 감소를 위한 행동치료, 

약물치료, 교합장치치료가 있으며 외과적인 치료로는 악교정 수술, 

관절경술, 악관절 수술, 악관절강 내 천자법이 있다.8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은 일시적이거나 스스로 완화되는 경우도 

많으며 관절의 장애와 근육의 장애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환자를 

비가역적인 치료보다 가역적이고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9,10 보존적인 치료로서 교합장치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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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여러 종류의 교합장치 중 교합안정장치가 측두하악장애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11 교합안정장치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연구에 의해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되었고,12 장착 시 교근과 측두근 활성을 감소시키고 근신경계 

조화를 이루게 하며,13 개구량, 두통, 근육 압통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다.14 그러나 수술적 치료법 외의 방법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며, 측두하악장애 환자에게 있어 

교합안정장치의 역할이나 정확한 기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15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치료방법과 기여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증상의 정도나 발병원인으로서의 기여요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나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결과로서 증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기여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거나 측두하악장애의 통증군에 따라서 

임상적 요인과 정신심리학적 요인을 포함한 기여요인의 차이를 연구한 

것이 많았다.7,16-18 그러나 측두하악장애의 아직 많은 부분에서 

병태생리학적 기초가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고, 통증군에 따라서 

치료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부족하여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치료의 프로토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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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1,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교합안정장치 치료와 임상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교합안정장치치료와 임상적 

요인들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을 통증원인에 

따른 3가지 군으로 나누고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여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통증군에 따라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 

치료효과와 관련된 임상적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필요한 임상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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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 중 6개월 이상 교합안정장치치료를 받고 

치료가 완료된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두하악장애 연구진단기준(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DC/TMD)에 따라 대상 환자의 초진 

시 임상 기록과 방사선 사진 기록을 기준으로 근육성 통증군 

(Myogenous pain group) 17명, 관절성 통증군(Arthrogenous pain 

group) 24명, 혼합성 통증군(Mixed pain group) 24명으로 분류하였다. 

근육성 통증군은 RDC/TMD Axis I의 Group 1 근육장애 중 근막 

동통(Myofascial pain) 또는 개구 제한을 동반한 근막 동통(Myofascial 

pain with limited opening)을 나타내며 Group 2 관절원판변위, Group3 

기타 관절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 선정하였으며, 관절성 통증군은 

Group 1 근육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Group 3 기타 관절장애 중 

관절통(Arthralgia) 또는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Osteoarthritis of 

temporomandibular joint)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구분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은 Group 1 근육장애 중 근막 동통 또는 개구 제한을 동반한 

 

4 



 

근막 동통을 가지고 Group 3 기타 관절장애 중 관절통 또는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을 가진 환자로 나누었다. RDC/TMD axis I 

진단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RDC/TMD Axis I 진단 기준  

Axis I (Biomedical) Diagnosis 

Group I 
 
Muscle Disorder 

Myofascial Pain 

Myofascial Pain with Limited Opening 

No Group I diagnosis 

Group II 
 
Disc Displacement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with Limited Opening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without Limited Opening 

No Group II diagnosis 

Group III 
 
Other Joint Conditions 

Arthralgia 

Osteoarthritis of the TMJ 

Osteoarthrosis of the TMJ 

No Group III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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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적 평가 

임상적 평가요소로 대상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연령, 성별, 

기여요인, 편이 개구량(Comfortable mouth opening), 최대 

개구량(Maximum mouth opening), 심리학적 평가지표(SCL-90-R),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 치료 전 통증 강도(Visual analogue 

scale),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 통증의 

지속기간(duration), 관절잡음의 지속기간, 교통사고 또는 외상의 경험, 

가족력, 관절질환 여부, 교합접촉치아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이 중 

기여요인으로 이갈이, 이악물기, 구강주위조직의 긴장도, 혀 내밀기, 턱 

괴는 습관, 편측 저작, 한쪽으로 누운 수면자세, 불면증, 딱딱한 

음식섭취, 손톱이나 입술을 깨무는 습관, 잦은 카페인 섭취, 나쁜 자세, 

말을 많이 하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추울 때 증상심화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은 [표 2]의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총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에서 70% 이상 장치착용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결측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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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의 범주화 기준 

Grade Splint wearing time 

1 일주일에 3회 미만 

2 일주일에 3회 이상, 매일 저녁(7~8시간) 미만 

3 매일 저녁(7~8시간) 

4 매일 저녁(7~8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5 매일 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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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분석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과 내원 횟수의 분포에 대해 정규성 검정 후 

치료기간과 내원 횟수에 대해 통증군 별 차이가 유의한지 Kruskal-

Wallis test하였다.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의 분포가 길고 두터운 꼬리를 

보이기 때문에[그림 1], 표본평균보다 robust하다고 알려져 있는 

Huber의 M-추정량으로 치료일의 대표 값을 선정하였다.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의 관측치를 각 환자에서 선형 내삽(linear 

interpolation)하고 시계열 모형 중 단순지수평활모형을 적합하여 각 

치료일의 대표 값에 대응하는 개구량의 예측값을 구하였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alysis of variance)으로 각 통증군과 

교합안정장치착용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들 중 치료 완료 시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 통증 없어진 시기의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 

치료 전후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의 변화량,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주성분분석방법(기준 고유값 0.7)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여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들 중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한 성분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와 관련된 성분들에 대하여 각 통증군에서 

 

8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치료효과와 관련된 성분에 대하여 각 통증군에서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해 어떤 기여요인 

등의 임상적 요인이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IBM SPSS Statistics 

21 버전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1]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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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1. 개구량의 변화 양상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과 내원 횟수가 정규성 검정을 위한 

Kolmogorov-Smirnov test에서 각각 유의확률 0.001미만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으며, Kruskal-Wallis test 결과 

치료기간(p=0.251)과 내원 횟수(p=0.571)가 통증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의 Huber의 M-추정량은 

343.66일이었으며, 343일 이내에서 각 내원 횟수에서의 치료일에 대한 

M-추정량을 기준으로 하여 0, 10, 36, 68, 103, 137, 170, 194, 224, 

267, 292, 338일이 대표 값으로 결정되었다.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을 선형 내삽하고 단순지수평활모형에 

적합하여 대표 값에 해당하는 개구량 값을 계산하였다. 각 대표 값에 

해당하는 편이 개구량 값의 통증군에 따른 평균값을 도표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같고, 최대 개구량에서는 [그림 3]과 같다. 대표 

값에 해당하는 개구량을 통증군과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에 대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편이 개구량은 [표 3], 최대 

개구량은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최대 개구량의 분석에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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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른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의 차이에 대한 효과는 유의확률이 

0.4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서 오차항에 풀링(pooling)하여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편이 개구량(p=0.029)과 최대 개구량(p=0.029)은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며, 최대 개구량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통증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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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증군 별 편이 개구량의 변화 양상 도표 

 

[표 3] 편이 개구량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Effect Significance 

시간 0.029 

시간 * 통증군 0.123 

시간 * 장치착용시간 0.390 

시간 * 통증군 * 장치착용시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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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증군 별 최대 개구량의 변화 양상 도표 

 

[표 4] 최대 개구량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Effect Significance 

시간 0.029 

시간 * 통증군 0.025 

시간 * 통증군 * 장치착용시간 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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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 

치료 완료 시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 치료 전 후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의 변화량, 통증이 없어진 시기의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7가지 변수의 총 변동의 92.592%를 설명 

가능한, 서로 독립적인 3가지 성분이 추출되었다. Kaiser-Meyer-

Olkin 측도가 0.532로서 해당 표본에서 요인분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Bar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1 미만으로 요인분석결과가 

유의하게 적합되었다. 요인분석으로 나타난 회전된 성분행렬의 결과는 

[표 5]과 같았고, 추출된 3가지 성분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성분은 치료 완료 시기와 통증이 없어진 시기의 개구량, 즉 치료 

후 개구량으로 설명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성분은 치료 전후 개구량의 

차이, 세 번째 성분은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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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치료효과에 대한 요인분석의 회전된 성분행렬 

 

Component 

1 2 3 

통증 없어진 시기의 최대 개구량 0.880 -0.248 0.291 

치료 완료 시 편이 개구량 0.868 0.419 -0.043 

치료 완료 시 최대 개구량 0.852 0.452 -0.048 

통증 없어진 시기의 편이 개구량 0.848 -0.274 0.339 

치료 전후 최대 개구량의 변화량 -0.055 0.958 0.023 

치료 전후 편이 개구량의 변화량 0.124 0.940 0.088 

통증 없어지기까지의 시간 0.161 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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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증군에 따른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의 차이 

앞서 추출한 치료효과와 관련된 세 가지 성분에 대하여 각 통증군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분산분석 한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p=0.225). 그러므로 통증군에 따른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에 대하여 각 통증군에서 관련된 

임상적 요인 분석 

치료 후 개구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으로 

요약되었다. 근육성 통증군에서 카페인 섭취 습관(p=0.001)과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p<0.001)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카페인 섭취를 

자주 하거나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이 큰 환자들이 치료 후 개구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p=0.001)과 관절잡음의 지속기간(p=0.021), 이악물기 

습관(p=0.002), 공포불안증상(p=0.003)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이 크거나 관절잡음이 오래 전부터 있었거나 

이악물기 습관이 있거나 공포불안증상이 높을수록 치료 후 개구량이 

컸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p=0.001), 통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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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기간(p=0.008), 구강주위조직의 긴장(p=0.045), 턱 괴는 

습관(p=0.048)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이 

크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거나 구강주위조직의 긴장이나 턱 

괴는 습관이 있을수록 치료 후 개구량이 크게 나타났다.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와 같았다. 

근육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p=0.002), 편측 

저작습관(p=0.015), 교통사고 또는 외상의 경험(p=0.040)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고,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이 작을수록, 편측저작 습관이 

있거나 교통사고나 외상의 경험이 있을수록 개구량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p=0.001), 

치료시작 전 통증강도(p<0.001), 딱딱한 음식 섭취습관(p=0.004)이 

영향을 미쳤으며,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이 작거나 치료시작 전 

통증강도가 높거나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p<0.001), 

말을 많이 하는 습관(p=0.002), 턱 괴는 습관(p=0.033)에 영향을 

받았고,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이 작을수록, 턱 괴는 습관이나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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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근육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시 연령(p<0.001),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p=0.001) 추위에서의 증상 심화 

여부(p=0.004), 개교합(p=0.032)에 영향을 받았다. 즉 치료시작 시 

연령이 적거나 장치 착용시간이 길거나 추위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개교합이 없을 때 통증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다.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시 연령(p=0.002), 우울증상(p=0.006), 

불면증(p=0.023), 딱딱한 음식섭취(p=0.020)에 영향을 받았으며, 

치료시작 시 연령이 적거나 불면증이 없거나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거나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통증이 더 빨리 없어졌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p=0.006), 치료시작 시 

연령(p=0.010), 불면증(p=0.014)이 영향을 미쳤고, 치료 시작 시 

연령이 적거나 불면증이 없거나 장치 착용시간이 길수록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더 짧은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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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증군 별 치료 후 개구량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 계수 

Group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ig. 

Myogenousa 

(Constant) 
 

0.000 

카페인 섭취 0.470 0.001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0.730 0.000 

Arthrogenousb 

(Constant) 
 

0.000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0.793 0.001 

관절잡음의 지속기간 0.311 0.021 

공포불안증상 0.318 0.003 

이악물기 0.451 0.002 

Mixedc 

(Constant) 
 

0.001 

통증의 지속기간 -0.433 0.008 

구강주위조직의 긴장 0.321 0.045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 0.654 0.001 

턱 괴는 습관 0.336 0.048 

a: R2=0.888, b: R2=0.980, c: R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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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증군 별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 

계수 

Group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ig. 

Myogenousa 

(Constant) 
 

0.011 

편측 저작 0.521 0.015 

교통사고/외상의 경험 0.420 0.040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 -0.676 0.002 

Arthrogenousb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1.347 0.001 

치료시작 전 통증강도 1.297 0.000 

딱딱한 음식섭취 0.588 0.004 

Mixedc 

(Constant) 
 

0.000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 -0.729 0.000 

턱 괴는 습관 0.246 0.033 

말을 많이 하는 습관 0.375 0.002 

a: R2=0.724, b: R2=0.622, c: R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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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통증군 별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 

계수 

Group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ig. 

Myogenousa 

치료시작 시 연령 2.141 0.000 

장치 착용시간 -1.834 0.001 

추위에서의 증상 심화 -0.590 0.004 

개교합 0.371 0.032 

Arthrogenousb 

치료시작 시 연령 1.440 0.002 

딱딱한 음식섭취 -0.522 0.020 

불면증 0.490 0.023 

우울증상 -1.378 0.006 

Mixedc 

치료시작 시 연령 1.538 0.010 

불면증 0.565 0.014 

장치 착용시간 -1.649 0.006 

a: R2=0.911, b: R2=0.620, c: R2=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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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모든 

해당일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열 모형을 

적합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선형 내삽 한 표본은 

표준오차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균값이 작아 검증하려는 효과가 

실제보다 작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효과가 작게 왜곡될 

가능성을 가짐에도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이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고 최대 개구량이 통증군 간에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이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통증군 간에 교합안정장치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의 차이나 효과의 시기를 다르게 만드는 환자의 

병태생리적 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에 잘 설계한 연구를 통해 동일한 시기에 측정한 많은 

수의 개구량 관측치를 가지고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효과가 없었던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에 대해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요인에 대해서도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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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hoff은 측두하악장애 진단명은 통증으로 평가한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와 연관이 없고 통증이 시작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2년 넘은 경우 나쁜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20 

본 연구에서도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로서 개구량, 개구량의 변화량,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통증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치료 

후 개구량이 혼합성 통증군에서 통증이 시작된 시기가 더 최근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Hansdottir 등은 오래 지속되는 측두하악관절의 

통증은 뚜렷한 기능적 저하와 관련되어 있고 이 기능의 저하는 반사 

적응이나 긴 시간 동안에 턱 근육 활성이 저하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21 혼합성 통증군에서 통증이 오래 전에 시작된 경우 이러한 

기능저하와 관련되어 치료 후 개구량이 더 작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의무기록 검토로 후향적으로 선정되어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가 없거나 사정에 의해 치료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한 경우의 환자가 배제되었고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통증군 간 

치료효과의 정도를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연구들에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적인 요소들은 

측두하악장애의 예후에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2,23 우울함의 증상은 관절성 통증에서 특별히 나타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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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ersky 등의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와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에서 보존적인 교합안정장치 치료나 항우울제 치료는 부분적인 

효과만 보이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25 그리고 Fricton 등은 정신사회적 요소를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로서 연구하였을 때 치료 전 

정신사회적 요소들이 만성 측두하악장애의 치료결과의 예측에 중요하며 

우울증이  만성 통증 환자들이 치료에 반응하는 것을 매개한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관절성 통증군에서 치료 후 개구량이 

공포불안증상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짧게 나타난 것은 다른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나, 

우울증상이나 공포불안증상이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로 개선된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측두하악장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더 적고 불량한 예후를 나타낸다는 

Grossi 등의 연구가 있었는데,22 본 연구에서도 관절성 통증군과 혼합성 

통증군에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 통증이 없어지는 시기를 지연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이 관찰되었다. 

Boever 등의 연구에서 외상이 있는 환자에서 초진 시 최대 

개구량이 20mm 미만인 환자가 외상의 경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더 

 

24 



 

높았고, 보존적인 치료 후 최대 개구량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외상 

경험은 초기 인자로서 중요하지만 예후는 양호하였다.27 또한 Kamisaka 

등의 연구에서 외상은 개구 제한을 촉진시키는 위험율이 더 높았다.5 본 

연구에서도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에서 근육성 통증군이 교통사고나 

외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은 연령 증가에 따라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8,29 Kutilla 등은 총 스트레스 정도나 

임상적인 측두하악장애의 진단 종류와 달리 연령은 측두하악장애 치료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30 본 연구에서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모든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시 연령이 작을수록 

짧게 나타난 것을 통해 연령이 적을수록 통증과 관련된 치료에 대한 

반응성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근육성 통증군과 혼합성 통증군에서 장치 착용시간이 길수록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더 짧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통해 장치착용을 

지속하는 것이 근육성 통증에서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개구량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각 치료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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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임상적 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보다 새로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상을 후향적으로 선정하고 각 

군의 환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통제된 실험으로 많은 대상 환자를 가지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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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 동안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은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고, 최대 개구량은 통증군에 따른 변화양상의 

차이가 있었다. 

2. 치료의 효과로서 치료 후 개구량,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있어서 통증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3. 치료 후 개구량은 근육성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카페인 섭취 여부에 비례하였고, 관절성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관절잡음의 지속기간, 공포불안증상, 이악물기 습관에 

비례하였으며, 혼합성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 

구강주위조직의 긴장, 턱 괴는 습관에 비례하고 통증의 지속기간에 

반비례하였다. 

4.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은 근육성 통증군에서 편측 저작습관, 

교통사고 또는 외상의 경험에 비례하고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에 

반비례하였다.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초진 시 통증강도, 딱딱한 음식 

섭취 습관에 비례하고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에 반비례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에 반비례하고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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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는 습관, 말을 많이 하는 습관에 비례하였다. 

5.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모든 통증군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짧았다. 근육성 통증군에서는 개교합 여부에 비례하고 

장치착용시간과 추위에 증상심화여부에 반비례하였으며, 관절성 

통증군에서 불면증 여부에 비례하고 딱딱한 음식섭취 습관과 

우울증상에 반비례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불면증 여부에 

비례하고 장치 착용시간에 반비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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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ffect of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therapy o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Ji-hyun Lee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therapy is the most common 

conservative treatment modalities for treating temporomandi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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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 (TMD).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clinical factors of TMD and to analyze the associations of those 

factors with treatment outcomes of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therapy. 

 

Materials and Methods: Sixty-five TMD patients visited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and treated with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therapy for 6 

months or longer were evaluated. 

All patients were divided into 3 TMD subgroups; myogenous pain 

group (17 patients), arthrogenous pain group (24 patients), and 

mixed pain group (24 patients) according to the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DC/TMD). 

Clinical factors including age, gender, habitual factors, initial mouth 

opening size, number of occluding teeth, splint wearing time, and 

psychological factors were evaluated and analyzed the association 

with mouth opening size after treatment,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and total treatment period (the duration of treatment when  

the pain first disappeared) as treatment outcomes of spli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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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Both comfortable and maximum mouth opening siz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the treatment period. The increase 

patterns for maximum mouth opening siz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3 groups, but did not show for comfortable 

mouth open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reatment outcomes (mouth opening size after treatment,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and total treatment period) among 3 groups. 

 The mouth opening size after treatm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itial comfortable mouth opening size and caffeine 

intake in myogenous group, and with clenching habit, duration of 

joint noise existence, initial comfortable mouth opening size, and 

phobic anxiety in arthrogenous group. For mixed group, the mouth 

opening size after treatm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perioral contraction and chin buttressing habit, and decreased with 

duration of pain and initial maximum mouth opening size. 

The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unilateral chewing, history of traffic accident, and trauma 

history, and decreased with initial maximum mouth opening size in 

myogenous group. In arthrogenous group, the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iti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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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and hard food intake, and decreased with initial 

comfortable mouth opening size. In mixed group, the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existence of chin buttressing habit and frequent talking, and 

decreased with initial maximum mouth opening size. 

Total treatment period was significantly increases with age in all 

3 groups. In myogenous group, total treatment peri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existence of open bite, and decreased 

with the aggravation of symptom under cold weather and splint 

wearing time. In arthrogenous group, total treatment peri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somnia, and decreased with hard food 

intake and depression. In mixed group, total treatment peri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somnia and decreased with splint 

wearing time. 

 

 

Keywords : Temporomandibular disorder,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CD/TMD),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Contributing factor, Treatment outcome 

Student Number : 2010-2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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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측두하악장애의 여러 가지 기여요인들을 조사하고 

교합안정장치의 치료 효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필요한 임상적 정보를 제시하는데 있다. 

 

방 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진단된 환자 중 6개월 이상 교합안정장치치료를 시행하여 치료가 

완료된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두하악장애 연구진단기준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 

RDC/TMD)에 따라 환자들을 근육성, 관절성, 혼합성 통증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별, 연령, 기여요인, 개구량, 심리학적 평가지표, 

교합접촉치아 개수, 장치장착시간, 치료기간 등을 조사하여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 과 

65명의 환자 중 근육성 통증군은 17명, 관절성 통증군은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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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성 통증군은 24명이었다. 편이 개구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통증군 간의 차이가 없는 반면 최대 개구량은 

통증군과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 차이가 유의하였다.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은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기간, 치료 후 

개구량, 치료 전후 개구량 차이로 나누어졌으며, 통증군 별 치료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각 통증군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치료 후 개구량은 근육성 

통증군에서 치료 전 편이 개구량과 카페인 섭취에 영향을 받았고, 

관절성 통증군은 이악물기, 치료 전 편이 개구량, 관절잡음의 지속기간, 

공포불안증상(phobic anxiety)과 비례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구강주위조직의 긴장도(perioral contraction), 턱 괴는 습관, 치료 전 

최대 개구량에 비례하고 통증의 지속기간에 반비례하였다. 개구량의 

변화량은 근육성 통증군에서 편측 저작습관, 교통사고 또는 외상의 

경험이 있거나 치료 전 최대 개구량이 작을수록 커졌고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초진 시 통증강도, 딱딱한 음식 섭취에 비례하고 치료 전 

편이 개구량에 반비례하였으며,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턱을 괴거나 말을 

많이 하는 습관에 비례하고 치료 전 편이 개구량에 반비례하였다.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시간은 모든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전 나이가 

적을수록 짧았으며, 근육성 통증군에서 개교합이 없거나 추위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치착용시간이 길수록 짧았고 관절성 통증군은 딱딱한 음식 

 

ii 



 

섭취, 우울증상과 반비례하고 불면증에 비례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불면증이 없으며 장치착용시간이 길수록 통증이 먼저 

없어졌다. 

 

주요어 : 측두하악장애, 측두하악장애 연구진단기준(RDC/TMD), 

교합안정장치, 기여요인, 치료효과 

학   번 : 2010-2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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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란 저작근 및 

측두하악관절 부위의 많은 임상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악관절과 저작근의 통증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1 측두하악장애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악관절 자체의 장애와 두경부 근육장애로 나눌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측두하악관절의 관절잡음과 통증, 저작근의 통증이 

주로 나타난다.2,3 이갈이, 이악물기, 편측 저작과 같은 구강악습관,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심리학적 요소, 외상, 연령, 성별들이 

측두하악장애와 관련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4-7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존적인 치료로는 물리치료, 기여요인 감소를 위한 행동치료, 

약물치료, 교합장치치료가 있으며 외과적인 치료로는 악교정 수술, 

관절경술, 악관절 수술, 악관절강 내 천자법이 있다.8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은 일시적이거나 스스로 완화되는 경우도 

많으며 관절의 장애와 근육의 장애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환자를 

비가역적인 치료보다 가역적이고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9,10 보존적인 치료로서 교합장치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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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여러 종류의 교합장치 중 교합안정장치가 측두하악장애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11 교합안정장치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연구에 의해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되었고,12 장착 시 교근과 측두근 활성을 감소시키고 근신경계 

조화를 이루게 하며,13 개구량, 두통, 근육 압통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다.14 그러나 수술적 치료법 외의 방법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며, 측두하악장애 환자에게 있어 

교합안정장치의 역할이나 정확한 기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15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치료방법과 기여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증상의 정도나 발병원인으로서의 기여요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나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결과로서 증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기여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거나 측두하악장애의 통증군에 따라서 

임상적 요인과 정신심리학적 요인을 포함한 기여요인의 차이를 연구한 

것이 많았다.7,16-18 그러나 측두하악장애의 아직 많은 부분에서 

병태생리학적 기초가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고, 통증군에 따라서 

치료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부족하여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치료의 프로토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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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1,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교합안정장치 치료와 임상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교합안정장치치료와 임상적 

요인들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을 통증원인에 

따른 3가지 군으로 나누고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여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통증군에 따라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 

치료효과와 관련된 임상적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필요한 임상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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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 중 6개월 이상 교합안정장치치료를 받고 

치료가 완료된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두하악장애 연구진단기준(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DC/TMD)에 따라 대상 환자의 초진 

시 임상 기록과 방사선 사진 기록을 기준으로 근육성 통증군 

(Myogenous pain group) 17명, 관절성 통증군(Arthrogenous pain 

group) 24명, 혼합성 통증군(Mixed pain group) 24명으로 분류하였다. 

근육성 통증군은 RDC/TMD Axis I의 Group 1 근육장애 중 근막 

동통(Myofascial pain) 또는 개구 제한을 동반한 근막 동통(Myofascial 

pain with limited opening)을 나타내며 Group 2 관절원판변위, Group3 

기타 관절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 선정하였으며, 관절성 통증군은 

Group 1 근육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Group 3 기타 관절장애 중 

관절통(Arthralgia) 또는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Osteoarthritis of 

temporomandibular joint)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구분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은 Group 1 근육장애 중 근막 동통 또는 개구 제한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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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 동통을 가지고 Group 3 기타 관절장애 중 관절통 또는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을 가진 환자로 나누었다. RDC/TMD axis I 

진단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RDC/TMD Axis I 진단 기준  

Axis I (Biomedical) Diagnosis 

Group I 
 
Muscle Disorder 

Myofascial Pain 

Myofascial Pain with Limited Opening 

No Group I diagnosis 

Group II 
 
Disc Displacement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with Limited Opening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without Limited Opening 

No Group II diagnosis 

Group III 
 
Other Joint Conditions 

Arthralgia 

Osteoarthritis of the TMJ 

Osteoarthrosis of the TMJ 

No Group III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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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적 평가 

임상적 평가요소로 대상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연령, 성별, 

기여요인, 편이 개구량(Comfortable mouth opening), 최대 

개구량(Maximum mouth opening), 심리학적 평가지표(SCL-90-R),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 치료 전 통증 강도(Visual analogue 

scale),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 통증의 

지속기간(duration), 관절잡음의 지속기간, 교통사고 또는 외상의 경험, 

가족력, 관절질환 여부, 교합접촉치아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이 중 

기여요인으로 이갈이, 이악물기, 구강주위조직의 긴장도, 혀 내밀기, 턱 

괴는 습관, 편측 저작, 한쪽으로 누운 수면자세, 불면증, 딱딱한 

음식섭취, 손톱이나 입술을 깨무는 습관, 잦은 카페인 섭취, 나쁜 자세, 

말을 많이 하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추울 때 증상심화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은 [표 2]의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총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에서 70% 이상 장치착용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결측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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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의 범주화 기준 

Grade Splint wearing time 

1 일주일에 3회 미만 

2 일주일에 3회 이상, 매일 저녁(7~8시간) 미만 

3 매일 저녁(7~8시간) 

4 매일 저녁(7~8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5 매일 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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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분석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과 내원 횟수의 분포에 대해 정규성 검정 후 

치료기간과 내원 횟수에 대해 통증군 별 차이가 유의한지 Kruskal-

Wallis test하였다.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의 분포가 길고 두터운 꼬리를 

보이기 때문에[그림 1], 표본평균보다 robust하다고 알려져 있는 

Huber의 M-추정량으로 치료일의 대표 값을 선정하였다.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의 관측치를 각 환자에서 선형 내삽(linear 

interpolation)하고 시계열 모형 중 단순지수평활모형을 적합하여 각 

치료일의 대표 값에 대응하는 개구량의 예측값을 구하였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alysis of variance)으로 각 통증군과 

교합안정장치착용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들 중 치료 완료 시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 통증 없어진 시기의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 

치료 전후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의 변화량,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주성분분석방법(기준 고유값 0.7)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여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들 중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한 성분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와 관련된 성분들에 대하여 각 통증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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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치료효과와 관련된 성분에 대하여 각 통증군에서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해 어떤 기여요인 

등의 임상적 요인이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IBM SPSS Statistics 

21 버전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1]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의 히스토그램 

0

2

4

6

8

10

12

14

16

18

0 200 400 600 800 1000

빈
도

수

치료기간 (일)

 

9 



 

제 3 장 결 과 

 

1. 개구량의 변화 양상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과 내원 횟수가 정규성 검정을 위한 

Kolmogorov-Smirnov test에서 각각 유의확률 0.001미만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으며, Kruskal-Wallis test 결과 

치료기간(p=0.251)과 내원 횟수(p=0.571)가 통증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의 Huber의 M-추정량은 

343.66일이었으며, 343일 이내에서 각 내원 횟수에서의 치료일에 대한 

M-추정량을 기준으로 하여 0, 10, 36, 68, 103, 137, 170, 194, 224, 

267, 292, 338일이 대표 값으로 결정되었다.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을 선형 내삽하고 단순지수평활모형에 

적합하여 대표 값에 해당하는 개구량 값을 계산하였다. 각 대표 값에 

해당하는 편이 개구량 값의 통증군에 따른 평균값을 도표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같고, 최대 개구량에서는 [그림 3]과 같다. 대표 

값에 해당하는 개구량을 통증군과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에 대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편이 개구량은 [표 3], 최대 

개구량은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최대 개구량의 분석에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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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른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의 차이에 대한 효과는 유의확률이 

0.4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서 오차항에 풀링(pooling)하여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편이 개구량(p=0.029)과 최대 개구량(p=0.029)은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며, 최대 개구량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통증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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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증군 별 편이 개구량의 변화 양상 도표 

 

[표 3] 편이 개구량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Effect Significance 

시간 0.029 

시간 * 통증군 0.123 

시간 * 장치착용시간 0.390 

시간 * 통증군 * 장치착용시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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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증군 별 최대 개구량의 변화 양상 도표 

 

[표 4] 최대 개구량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Effect Significance 

시간 0.029 

시간 * 통증군 0.025 

시간 * 통증군 * 장치착용시간 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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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인 

치료 완료 시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 치료 전 후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의 변화량, 통증이 없어진 시기의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7가지 변수의 총 변동의 92.592%를 설명 

가능한, 서로 독립적인 3가지 성분이 추출되었다. Kaiser-Meyer-

Olkin 측도가 0.532로서 해당 표본에서 요인분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Bar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1 미만으로 요인분석결과가 

유의하게 적합되었다. 요인분석으로 나타난 회전된 성분행렬의 결과는 

[표 5]과 같았고, 추출된 3가지 성분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성분은 치료 완료 시기와 통증이 없어진 시기의 개구량, 즉 치료 

후 개구량으로 설명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성분은 치료 전후 개구량의 

차이, 세 번째 성분은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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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치료효과에 대한 요인분석의 회전된 성분행렬 

 

Component 

1 2 3 

통증 없어진 시기의 최대 개구량 0.880 -0.248 0.291 

치료 완료 시 편이 개구량 0.868 0.419 -0.043 

치료 완료 시 최대 개구량 0.852 0.452 -0.048 

통증 없어진 시기의 편이 개구량 0.848 -0.274 0.339 

치료 전후 최대 개구량의 변화량 -0.055 0.958 0.023 

치료 전후 편이 개구량의 변화량 0.124 0.940 0.088 

통증 없어지기까지의 시간 0.161 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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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증군에 따른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의 차이 

앞서 추출한 치료효과와 관련된 세 가지 성분에 대하여 각 통증군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분산분석 한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p=0.225). 그러므로 통증군에 따른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에 대하여 각 통증군에서 관련된 

임상적 요인 분석 

치료 후 개구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으로 

요약되었다. 근육성 통증군에서 카페인 섭취 습관(p=0.001)과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p<0.001)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카페인 섭취를 

자주 하거나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이 큰 환자들이 치료 후 개구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p=0.001)과 관절잡음의 지속기간(p=0.021), 이악물기 

습관(p=0.002), 공포불안증상(p=0.003)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이 크거나 관절잡음이 오래 전부터 있었거나 

이악물기 습관이 있거나 공포불안증상이 높을수록 치료 후 개구량이 

컸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p=0.001), 통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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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기간(p=0.008), 구강주위조직의 긴장(p=0.045), 턱 괴는 

습관(p=0.048)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이 

크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거나 구강주위조직의 긴장이나 턱 

괴는 습관이 있을수록 치료 후 개구량이 크게 나타났다.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와 같았다. 

근육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p=0.002), 편측 

저작습관(p=0.015), 교통사고 또는 외상의 경험(p=0.040)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고,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이 작을수록, 편측저작 습관이 

있거나 교통사고나 외상의 경험이 있을수록 개구량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p=0.001), 

치료시작 전 통증강도(p<0.001), 딱딱한 음식 섭취습관(p=0.004)이 

영향을 미쳤으며,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이 작거나 치료시작 전 

통증강도가 높거나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p<0.001), 

말을 많이 하는 습관(p=0.002), 턱 괴는 습관(p=0.033)에 영향을 

받았고,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이 작을수록, 턱 괴는 습관이나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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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근육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시 연령(p<0.001),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p=0.001) 추위에서의 증상 심화 

여부(p=0.004), 개교합(p=0.032)에 영향을 받았다. 즉 치료시작 시 

연령이 적거나 장치 착용시간이 길거나 추위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개교합이 없을 때 통증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다.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시 연령(p=0.002), 우울증상(p=0.006), 

불면증(p=0.023), 딱딱한 음식섭취(p=0.020)에 영향을 받았으며, 

치료시작 시 연령이 적거나 불면증이 없거나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거나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통증이 더 빨리 없어졌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p=0.006), 치료시작 시 

연령(p=0.010), 불면증(p=0.014)이 영향을 미쳤고, 치료 시작 시 

연령이 적거나 불면증이 없거나 장치 착용시간이 길수록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더 짧은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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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증군 별 치료 후 개구량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 계수 

Group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ig. 

Myogenousa 

(Constant) 
 

0.000 

카페인 섭취 0.470 0.001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0.730 0.000 

Arthrogenousb 

(Constant) 
 

0.000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0.793 0.001 

관절잡음의 지속기간 0.311 0.021 

공포불안증상 0.318 0.003 

이악물기 0.451 0.002 

Mixedc 

(Constant) 
 

0.001 

통증의 지속기간 -0.433 0.008 

구강주위조직의 긴장 0.321 0.045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 0.654 0.001 

턱 괴는 습관 0.336 0.048 

a: R2=0.888, b: R2=0.980, c: R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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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증군 별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 

계수 

Group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ig. 

Myogenousa 

(Constant) 
 

0.011 

편측 저작 0.521 0.015 

교통사고/외상의 경험 0.420 0.040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 -0.676 0.002 

Arthrogenousb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1.347 0.001 

치료시작 전 통증강도 1.297 0.000 

딱딱한 음식섭취 0.588 0.004 

Mixedc 

(Constant) 
 

0.000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 -0.729 0.000 

턱 괴는 습관 0.246 0.033 

말을 많이 하는 습관 0.375 0.002 

a: R2=0.724, b: R2=0.622, c: R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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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통증군 별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표준화 

계수 

Group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ig. 

Myogenousa 

치료시작 시 연령 2.141 0.000 

장치 착용시간 -1.834 0.001 

추위에서의 증상 심화 -0.590 0.004 

개교합 0.371 0.032 

Arthrogenousb 

치료시작 시 연령 1.440 0.002 

딱딱한 음식섭취 -0.522 0.020 

불면증 0.490 0.023 

우울증상 -1.378 0.006 

Mixedc 

치료시작 시 연령 1.538 0.010 

불면증 0.565 0.014 

장치 착용시간 -1.649 0.006 

a: R2=0.911, b: R2=0.620, c: R2=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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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모든 

해당일에 대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열 모형을 

적합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선형 내삽 한 표본은 

표준오차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균값이 작아 검증하려는 효과가 

실제보다 작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효과가 작게 왜곡될 

가능성을 가짐에도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이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고 최대 개구량이 통증군 간에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이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통증군 간에 교합안정장치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의 차이나 효과의 시기를 다르게 만드는 환자의 

병태생리적 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에 잘 설계한 연구를 통해 동일한 시기에 측정한 많은 

수의 개구량 관측치를 가지고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효과가 없었던 교합안정장치 

착용시간에 대해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요인에 대해서도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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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hoff은 측두하악장애 진단명은 통증으로 평가한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와 연관이 없고 통증이 시작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2년 넘은 경우 나쁜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20 

본 연구에서도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로서 개구량, 개구량의 변화량,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통증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치료 

후 개구량이 혼합성 통증군에서 통증이 시작된 시기가 더 최근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Hansdottir 등은 오래 지속되는 측두하악관절의 

통증은 뚜렷한 기능적 저하와 관련되어 있고 이 기능의 저하는 반사 

적응이나 긴 시간 동안에 턱 근육 활성이 저하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21 혼합성 통증군에서 통증이 오래 전에 시작된 경우 이러한 

기능저하와 관련되어 치료 후 개구량이 더 작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의무기록 검토로 후향적으로 선정되어 

교합안정장치 치료효과가 없거나 사정에 의해 치료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한 경우의 환자가 배제되었고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통증군 간 

치료효과의 정도를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연구들에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적인 요소들은 

측두하악장애의 예후에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2,23 우울함의 증상은 관절성 통증에서 특별히 나타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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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ersky 등의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와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에서 보존적인 교합안정장치 치료나 항우울제 치료는 부분적인 

효과만 보이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25 그리고 Fricton 등은 정신사회적 요소를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로서 연구하였을 때 치료 전 

정신사회적 요소들이 만성 측두하악장애의 치료결과의 예측에 중요하며 

우울증이  만성 통증 환자들이 치료에 반응하는 것을 매개한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관절성 통증군에서 치료 후 개구량이 

공포불안증상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짧게 나타난 것은 다른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나, 

우울증상이나 공포불안증상이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로 개선된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측두하악장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더 적고 불량한 예후를 나타낸다는 

Grossi 등의 연구가 있었는데,22 본 연구에서도 관절성 통증군과 혼합성 

통증군에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 통증이 없어지는 시기를 지연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이 관찰되었다. 

Boever 등의 연구에서 외상이 있는 환자에서 초진 시 최대 

개구량이 20mm 미만인 환자가 외상의 경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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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보존적인 치료 후 최대 개구량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외상 

경험은 초기 인자로서 중요하지만 예후는 양호하였다.27 또한 Kamisaka 

등의 연구에서 외상은 개구 제한을 촉진시키는 위험율이 더 높았다.5 본 

연구에서도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에서 근육성 통증군이 교통사고나 

외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은 연령 증가에 따라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8,29 Kutilla 등은 총 스트레스 정도나 

임상적인 측두하악장애의 진단 종류와 달리 연령은 측두하악장애 치료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30 본 연구에서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모든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시 연령이 작을수록 

짧게 나타난 것을 통해 연령이 적을수록 통증과 관련된 치료에 대한 

반응성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근육성 통증군과 혼합성 통증군에서 장치 착용시간이 길수록 

통증이 없어지기까지 더 짧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통해 장치착용을 

지속하는 것이 근육성 통증에서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개구량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각 치료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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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임상적 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보다 새로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상을 후향적으로 선정하고 각 

군의 환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통제된 실험으로 많은 대상 환자를 가지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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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 교합안정장치 치료기간 동안 편이 개구량과 최대 개구량은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고, 최대 개구량은 통증군에 따른 변화양상의 

차이가 있었다. 

2. 치료의 효과로서 치료 후 개구량,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에 있어서 통증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3. 치료 후 개구량은 근육성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카페인 섭취 여부에 비례하였고, 관절성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 관절잡음의 지속기간, 공포불안증상, 이악물기 습관에 

비례하였으며, 혼합성 통증군에서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 

구강주위조직의 긴장, 턱 괴는 습관에 비례하고 통증의 지속기간에 

반비례하였다. 

4. 치료 전후 개구량의 변화량은 근육성 통증군에서 편측 저작습관, 

교통사고 또는 외상의 경험에 비례하고 치료시작 전 최대 개구량에 

반비례하였다. 관절성 통증군에서는 초진 시 통증강도, 딱딱한 음식 

섭취 습관에 비례하고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에 반비례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치료시작 전 편이 개구량에 반비례하고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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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는 습관, 말을 많이 하는 습관에 비례하였다. 

5. 통증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모든 통증군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짧았다. 근육성 통증군에서는 개교합 여부에 비례하고 

장치착용시간과 추위에 증상심화여부에 반비례하였으며, 관절성 

통증군에서 불면증 여부에 비례하고 딱딱한 음식섭취 습관과 

우울증상에 반비례하였다. 혼합성 통증군에서는 불면증 여부에 

비례하고 장치 착용시간에 반비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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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ffect of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therapy o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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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therapy is the most common 

conservative treatment modalities for treating temporomandi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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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 (TMD).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clinical factors of TMD and to analyze the associations of those 

factors with treatment outcomes of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therapy. 

 

Materials and Methods: Sixty-five TMD patients visited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and treated with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therapy for 6 

months or longer were evaluated. 

All patients were divided into 3 TMD subgroups; myogenous pain 

group (17 patients), arthrogenous pain group (24 patients), and 

mixed pain group (24 patients) according to the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DC/TMD). 

Clinical factors including age, gender, habitual factors, initial mouth 

opening size, number of occluding teeth, splint wearing time, and 

psychological factors were evaluated and analyzed the association 

with mouth opening size after treatment,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and total treatment period (the duration of treatment when  

the pain first disappeared) as treatment outcomes of spli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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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Both comfortable and maximum mouth opening siz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the treatment period. The increase 

patterns for maximum mouth opening siz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3 groups, but did not show for comfortable 

mouth open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reatment outcomes (mouth opening size after treatment,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and total treatment period) among 3 groups. 

 The mouth opening size after treatm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itial comfortable mouth opening size and caffeine 

intake in myogenous group, and with clenching habit, duration of 

joint noise existence, initial comfortable mouth opening size, and 

phobic anxiety in arthrogenous group. For mixed group, the mouth 

opening size after treatm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perioral contraction and chin buttressing habit, and decreased with 

duration of pain and initial maximum mouth opening size. 

The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unilateral chewing, history of traffic accident, and trauma 

history, and decreased with initial maximum mouth opening size in 

myogenous group. In arthrogenous group, the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iti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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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and hard food intake, and decreased with initial 

comfortable mouth opening size. In mixed group, the amount of 

mouth opening chang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existence of chin buttressing habit and frequent talking, and 

decreased with initial maximum mouth opening size. 

Total treatment period was significantly increases with age in all 

3 groups. In myogenous group, total treatment peri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existence of open bite, and decreased 

with the aggravation of symptom under cold weather and splint 

wearing time. In arthrogenous group, total treatment peri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somnia, and decreased with hard food 

intake and depression. In mixed group, total treatment peri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somnia and decreased with splint 

wearing time. 

 

 

Keywords : Temporomandibular disorder,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CD/TMD), Occlusal 

stabilization splint, Contributing factor, Treatment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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