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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측두하악장애는 종종 몇가지 주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하악운동의 제한, 관절음, 촉진시 근압통과 관

절자체의 통증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증상들은 단독

으로, 또는 몇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1). 따라서 각각의 증상에 맞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도

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치료법으로는 교합장치2-6), 물리치료7), 약물

요법8,9),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바이오피드백요법10) 

등이 있으며 이들은 비가역적인 외과적 수술이나 보

철적 처치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교합장치로서 장치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거나
11-14)

 또는 그 반대로 

효과가 없다는 주장15-17)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성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교합장치가 임

상에서 대부분의 측두하악장애 환자에게 장착되고 

있다. 교합장치의 치료효과는 교합이개의 효과를 비

롯한 교합고경의 회복, 상하악의 재배열, 악관절의 재

위치, 그리고 인지력의 증가 등 몇가지 논리에 근거하

여 제기되어 왔다18). 교합장치의 형태는 상악이나 하

악중 어느 한 쪽 전악을 피개하는 장치로부터 악궁의 

전방부나 후방부만을 피개하는 장치, 하악을 전방으

로 재위치시키는 장치, 그리고 추축장치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19,20)

.

  측두하악장애의 주 증상 각각에 대한 교합장치의 

치료효과를 살펴보면 관절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

기 가장 어려운 증상이고
21,22)

, 악관절 통증은 치료에 

반응을 잘 나타내기는 하나 반드시 교합장치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 되며23,24), 방사선사진상에 

나타나는 악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저지시키는데 있

어 장치가 효과적인지 아직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나
25,26), 근육장애에는 교합장치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27-30)

. 그러나 증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교

합장치 단독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 고27), 또한 아관긴급(trismus)의 경우는 아직 연

구가 부족하여 평가하기 곤란하나 교합장치가 분명 

저작근의 조화를 증진시킨다고 하 다31-33). 이외에 

교합장치의 장착이 교모와 치아에 가해지는 부기능

적 부하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35)

.

  그러나 아쉽게도 교합장치의 장착으로 인한 불편

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수

행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이 호

소하는 교합장치 장착시 불만스런 사항인 전치부 개

교의 발생, 저작능률의 저하, 발음시 불편함, 심미적 

문제, 그리고 구강건조감 등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36,37). 교합장치의 장착으로 교합고경을 증가시키

고 변화를 관찰한 Carlsson등38)은 7일간의 교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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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이 새로운 고경과 하악의 자세성 위치를 확립하

다고 하면서 장치장착 초기의 불편감은 시간이 갈

수록 저하되었다고 하 다. 또한 이때 근활성은 장치

장착시 안정위에서만 감소하 으며 연하시나 이악물

기시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 다. 한편 한달간 교합

장치를 장착하여 연구한 Kovaleski등39)은 하악이 장

치상에서 전측방으로 이동하 다고 하면서 하악의 

전방이동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관절 및 근육증상

은 감소한다고 하 다. 그러나 교합장치의 장착이 발

음시 느끼는 불편감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는 지

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희소한 형편이다.

  저자는 교합장치의 장착으로 초래되는 발음시 하

악위 및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의 변화를 조사하여 장

치장착으로 느끼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의 주관적 

발음시 불편감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중 중심위장치(centric 

relation splint, CRS)를 일정기간 장착한 사람 20명

(남성 6명, 여성 14명, 평균연령 24.4±7.8세)을 환자

군으로 하고, 저작계 증상과 징후가 없는 치과대학생 

20명(남성 15명, 여성 5명, 평균연령 26.1±2.1세)을 

대조군으로 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2. 연구 방법

(1) 발음시 하악위의 측정

  환자의 머리에 BiopakⓇ system(Bioresearch Inc., 

USA)중 BioEGN
Ⓡ
의sensor array를 장착하고, 하악 

절치부에 측정용 magnet을 부착한 후 자연두부자세

의 편안한 상태에서 하악운동궤적을 측정하 다. 먼

저 습관적 폐구위(habitual occlusion position)로 하

악을 위치시키고 발음운동전 준비운동으로 하나부터 

열까지의 수를 세도록 한 후 하악을 전방운동시킨 후 

종료하 다. 잠시 후 자료수집을 위한 발음운동을 실

시하 는데 우선 습관적 폐구위에 하악을 재차 위치

시켜 기준으로 설정하 다. 다음으로 대상자에게 하

악안정위를 취하게 한 후 일정한 문구를 읽도록 하

는데, 이때 인용된 문구는 ‘Sue is missing her house’

를 발음나는 대로 한 로 쓴 문장인 ‘수 이즈 미씽 허 

하우스’ 로서 대상자에게 검사자의 구령에 따라 발음

하도록 하 다.

  관찰된 하악위는 발음운동전 하악안정위(rest 

position), ‘ssi’를 발음한 ‘씨’, ‘her’를 발음한 ‘허’, 최대 

고경인 ‘ha’를 발음한 ‘하’, 그리고 운동 종료전 ‘s’를 

발음한 ‘스’등 모두 다섯 위치로, 각각의 하악위에서 

시상면상 이동거리(slant), 전두면상 수직거리

(vertical distance), 시상면상 전후방거리(A-P 

distance), 전두면상 측방거리(lateral distance) 등을 

조사하 다(Fig. 1).

(2) 발음시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량의 측정

  하악위 측정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준비를 마

친 후 습관적 폐구위를 취하게 하 다. 잠시후 하악안

정위를 취하게 하고 ‘수 이즈 미씽 허 하우스’를 검사

자의 구령에 따라 읽도록 하 다. 기록된 발음운동중 

‘her’를 발음한 ‘허’, 최대 고경인 ‘ha’를 발음한 ‘하’에

서의 전두면상 회전량(frontal rot,。) 및 이동거리

(frontal vertical distance, ㎜)와 수평면상 회전량

(horizontal rot,。) 및 이동거리(horizontal A-P 

distance, ㎜)를 조사하고, 아울러 발음운동 전체에 걸

친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의 총량을 수평면상 우측 및 

좌측 전방회전량(horizontal right, left forward rot,

。)과 전두면상 좌측 및 우측 상방회전량(frontal left, 

right upward rot,。)으로 조사하 다.

Fig. 1. Mandibular trajectory during speech and 

observed mandibular positions

Pos. 1 : rest position before speech

Pos. 2 : ‘ssi’ speech position

Pos. 3 : ‘her’ speech position

Pos. 4 : ‘ha’ speech position

Pos. 5 : ‘s’ speec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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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시기

  환자군에서는 중심위장치 치료를 받기 전(before 

appliance)과 일정기간(2개월) 치료후 중심위장치를 

장착한 채(with appliance), 그리고 장치를 탈거한 경

우(after appliance)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측정하 다. 

대조군에서는 중심위장치를 장착하기 전(before 

appliance), 중심위장치를 2주간 장착한 후 장치를 장

착한 채(with appliance), 그리고 장치를 탈거한 채

(after appliance), 다시 탈거 후 3일 경과시(3 

day-after), 그리고 전방교합장치(anterior bite plane)

와 후방교합장치(posterior bite plane)를 장착한 경우 

등 모두 여섯 번에 걸쳐 측정하 다.

(4)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 처리하 으며, 이때 사용된 통계프로

그램은 SPSS 윈도우Ⓡ 프로그램이었다.

Ⅲ. 연구결과

  장치장착전, 장착시, 그리고 장치탈거 직후 측정된 

하악위를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상호 비교한 결과 조

사된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1, 2, 3, 4, 5). 하악안정위에서는 장치장착전 

환자군의 수직거리가 정상군에 비해 큰 경향을 보

으나 장치장착으로 차이가 없어졌으며, 전후방위치는 

장착시 두 군 모두에서 전방에 위치하는 양상을 보

다(Table 1). 이때 수직거리는 장치탈거후에도 장치

장착시의 높이를 유지하 으나 전후방거리는 장치장

착전의 원래 위치로 환원되었다. 

  ‘Ssi’ 발음위는 정상군의 경우 하악안정위에 비해 

수직적으로 약 0.4㎜ 하방에, 전후방적으로 장착전 

Table 1. Comparison of mandibular rest position between patients and normal subjects                     (㎜)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Slant 0.8 ± 0.6 0.7 ± 0.6 NS  1.2 ± 1.4  1.2 ± 0.7 NS 1.1 ± 0.8 1.1 ± 0.8 NS

Vertical distance 1.1 ± 1.7 0.6 ± 0.6 NS  0.9 ± 1.3  0.9 ± 0.7 NS 0.9 ± 0.8 0.9 ± 0.7 NS

A-P distance 0.4 ± 0.8 0.1 ± 0.4 NS -0.1 ± 0.9 -0.5 ± 0.7 NS 0.4 ± 0.4 0.3 ± 0.7 NS

Lateral distance 0.1 ± 0.7 0.1 ± 0.3 NS -0.1 ± 0.7 -0.1 ± 0.4 NS 0.1 ± 0.3 0.1 ± 0.4 NS

NS : not significant

0.8㎜ 전방에, 장착시 1.2㎜ 전방에, 탈거후 0.9㎜ 전방

에 위치하 으며, 환자군에서는 약 0.2㎜ 하방에, 그

리고 각각 1.4㎜, 1.4㎜, 1.1㎜ 전방에 위치하 으며, 

장치장착으로 인한 측방거리의 변동량은 환자군에게 

많은 경향을 보 다(Table 2). ‘Her’ 발음은 환자군의 

경우는 개구량이 6.6㎜, 정상군의 경우는 6.2㎜ 정도

의 수직적 위치를 보 으며 장치에 의해 유의한 변화

는 없었다. 그러나 전후방적으로는 장치장착시 장착

전이나 탈거직후에 비해 약 1.9㎜ 전방에 위치하 다

(Table 3). 

  ‘Ha’ 발음위의 개구량 역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

으나 ‘her’ 발음위로 부터의 변화량은 두 군간에 차이

를 보여 환자군에서는 0.7㎜ 증가한 반면, 정상군에서

는 1.5㎜ 증가하 으며, 또한 ‘ha’ 발음위에서는 여타

의 발음위와 달리 장치장착으로 오히려 수직거리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4). 전후방적으

로는 정상군은 장치장착전에 비해 탈거후 변화가 없

었으나 환자군은 장치장착전에 비해 탈거후 0.6㎜ 후

방에 위치하는 결과를 보 다. 측방위치는 정상군에

서 장치장착시 다소 변화를 보 으나 탈거후 본래의 

위치로 환원되었으며, 환자군에서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S’ 발음위는 하악안정위에 비해 장치장착전, 장착

시, 그리고 탈거후 모두 대체로 수직적 개구량이 감소

하고, 전후방적으로는 전방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5). 장치장착으로 장착전에 비해 특히 정상

군에서 전방으로 더 많이 이동하 으며, 탈거후는 장

착전에 비해 더 후방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 다. 측방

위는 역시 장치장착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발음운동에 의한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의 총량은 

수평면상 및 전두면상 운동량 모두 정상군에 비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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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si’ speech position between patients and normal subjects                       (㎜)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Slant  1.9 ± 1.7  1.4 ± 1.4 NS  2.3 ± 2.0  2.2 ± 1.5 NS  1.6 ± 1.8  1.6 ± 1.1 NS

Vertical distance  1.3 ± 1.1  1.0 ± 1.1 NS  1.3 ± 1.3  1.3 ± 1.1 NS  1.0 ± 1.0  1.2 ± 0.9 NS

A-P distance -1.0 ± 1.6 -0.7 ± 1.1 NS -1.5 ± 1.9 -1.7 ± 1.4 NS -0.7 ± 1.8 -0.6 ± 1.1 NS

Lateral distance  0.3 ± 0.8 -0.1 ± 1.2 NS -0.1 ± 0.8 -0.2 ± 0.9 NS  0.3 ± 0.8 -0.2 ± 1.3 NS

NS : not significant

Table 3. Comparison of ‘her’ speech position between patients and normal subjects                       (㎜)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Slant 7.1 ± 1.9 6.9 ± 2.5 NS  7.1 ± 2.2 6.6 ± 2.5 NS 7.3 ± 2.0 6.9 ± 2.2 NS

Vertical distance 6.6 ± 1.8 6.2 ± 2.2 NS  6.5 ± 2.1 6.3 ± 2.3 NS 6.5 ± 1.8 6.2 ± 2.0 NS

A-P distance 2.4 ± 1.8 2.4 ± 2.0 NS  0.6 ± 2.9 0.5 ± 2.2 NS 2.4 ± 2.3 2.5 ± 2.0 NS

Lateral distance 0.3 ± 1.5 0.2 ± 1.0 NS -0.1 ± 1.0 0.1 ± 1.3 NS 0.1 ± 2.2 0.3 ± 1.0 NS

NS : not significant

Table 4. Comparison of ‘ha’ speech position between patients and normal subjects                        (㎜)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Slant  8.1 ± 1.7 8.6 ± 1.6 NS  7.8 ± 1.8  7.6 ± 1.9 NS  8.6 ± 1.7 8.4 ± 1.3 NS

Vertical distance  7.3 ± 1.4 7.7 ± 1.4 NS  7.1 ± 1.5  7.3 ± 1.9 NS  7.4 ± 1.3 7.5 ± 1.1 NS

A-P distance  2.9 ± 2.2 3.1 ± 2.3 NS  1.2 ± 3.4  1.0 ± 2.0 NS  3.5 ± 2.9 3.1 ± 2.2 NS

Lateral distance -0.4 ± 2.0 0.1 ± 1.3 NS -0.3  ± 1.3 -0.4 ± 1.8 NS -0.2 ± 1.2 0.1 ± 1.4 NS

NS : not significant

Table 5. Comparison of ‘s’ speech position between patients and normal subjects                         (㎜)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Slant  1.2 ± 1.2  0.8 ± 1.0 NS  1.5 ± 1.8  2.0 ± 2.0 NS  1.1 ± 1.3  0.8 ± 0.7 NS

Vertical distance  0.8 ± 0.9  0.5 ± 0.9 NS  0.8 ± 0.8  1.2 ± 1.8 NS  0.6 ± 0.8  0.6 ± 0.7 NS

A-P distance -0.5 ± 1.0 -0.3 ± 0.7 NS -0.9 ± 1.9 -1.1 ± 1.5 NS -0.4 ± 1.3  0.0 ± 0.6 NS

Lateral distance  0.3 ± 0.7 -0.1 ± 1.0 NS  0.0 ± 0.6 -0.2 ± 0.9 NS  0.2 ± 0.6  0.0 ± 0.9 NS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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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otal amount of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between patients and normal 

subjects                                                                                             (  °)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Horizontal right forward  3.4 ± 1.8  1.9 ± 1.0 **  3.5 ± 1.5  1.6 ± 1.3 ***  3.5 ± 1.8  1.1 ± 0.9 ***

Horizontal left forward -1.8 ± 1.1 -0.3 ± 0.4 *** -2.1 ± 2.1 -0.6 ± 0.9 ** -1.6 ± 1.3  -0.9 ± 0.8 *

Frontal left upward  2.5 ± 1.9  1.2 ± 0.6 *  2.0 ± 1.1  0.7 ± 0.8 ***  2.6 ± 1.5   0.7 ± 0.7 ***

Frontal right upward -1.9 ± 1.5 -0.9 ± 1.1 *  2.3 ± 0.8 -1.3 ± 1.4 ** -2.0 ± 1.2 -1.1 ± 1.6 NS

* : p <0.05,  ** : p <0.01,  *** : p <0.001

Table 7. Mandibular positional change by occlusal appliance in patients                                    (㎜)

Mandibular  

position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

Slant

rest 0.8 ± 0.6  1.2 ± 1.4  1.1 ± 0.8 NS

ssi 1.9 ± 1.7  2.3 ± 2.0  1.6 ± 1.8 NS

her 7.1 ± 1.9  7.1 ± 2.2  7.3 ± 2.0 NS

ha 8.1 ± 1.7  7.8 ± 1.8  8.6 ± 1.7 NS

s 1.2 ± 1.2  1.5 ± 1.8  1.1 ± 1.3 NS

Vertical distance

rest 1.1 ± 1.7  0.9 ± 1.3  0.9 ± 0.8 NS

ssi 1.3 ± 1.1  1.3 ± 1.3  1.0 ± 1.0 NS

her 6.6 ± 1.8  6.5 ± 2.1  6.5 ± 1.8 NS

ha 7.3 ± 1.4  7.1 ± 1.5  7.4 ± 1.3 NS

s 0.8 ± 0.9  0.8 ± 0.8  0.6 ± 0.8 NS

A-P distance

rest 0.4 ± 0.8 -0.1 ± 0.9  0.4 ± 0.4 NS

ssi     -1.0 ± 1.6 -1.5 ± 1.9 -0.7 ± 1.8 NS

her 2.4 ± 1.8  0.6 ± 2.9  2.4 ± 2.3 *(b,a>w)

ha 2.9 ± 2.2  1.2 ± 3.4  3.5 ± 2.9 *(a>w)

s     -0.5 ± 1.0 -0.9 ± 1.9 -0.4 ± 1.3 NS

Lateral distance

rest 0.1 ± 0.7  0.0 ± 0.7  0.1 ± 0.3 NS

ssi 0.3 ± 0.8 -0.1 ± 0.8  0.3 ± 0.8 NS

her 0.3 ± 1.5 -0.1 ± 1.0  0.1 ± 2.1 NS

ha     -0.4 ± 2.0 -0.3 ± 1.3 -0.2 ± 1.2 NS

s 0.3 ± 0.7  0.0 ± 0.6  0.2 ± 0.6 NS

NS : not significant,  * : p <0.05

a : after appliance removal,  b :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 : with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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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군에서 큰 양상을 보 다. 이로부터 위에서 관찰된 

각 발음위의 공간상 위치차이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

다고 하여도 발음운동 전체에 걸친 하악의 비틀림 회

전운동량은 환자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6).

  환자군에서 장치장착으로 인한 하악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상면상 이동거리, 전두면상 수직거리 

및 측방운동거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

상면상 전후방거리에서는 차이를 보여 ‘her’ 및 ‘ha’ 

발음위에서 장치장착시 장착전이나 탈거후에 비해 

보다 1.7∼2.3㎜ 정도 전방에 위치하 다(Table 7). 이

로부터 장치장착이 개구량이 큰 발음에서도 하악을 

보다 전방에 위치시킴을 알 수 있었으며 나머지 발음

에서도 비록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하악을 모두 전방

에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 다. 

  정상군에서는 장치장착으로 인한 하악위의 변화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 전후방적으로 볼 때 모든 하악

위에서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치장착시 하악이 

전방에 위치하 다(Table 8). 장치 탈거직후와 3일후

의 하악위의 변화는 3일후 대체로 시상면상 이동거리

Table 8. Mandibular positional change by occlusal appliance in normal subjects                            (㎜)

Mandibular 

position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3day-after 

appliance removal
p

Slant

rest 0.7 ± 0.6 1.2 ± 0.7 1.1 ± 0.8 1.3 ± 0.7 NS

ssi 1.4 ± 1.4 2.2 ± 1.5 1.6 ± 1.1 1.8 ± 1.4 NS

her 6.9 ± 2.5 6.6 ± 2.5 6.9 ± 2.2 7.4 ± 2.2 NS

ha 8.6 ± 1.6 7.6 ± 1.9 8.4 ± 1.3 8.9 ± 1.6 NS

s 0.8 ± 1.0 2.0 ± 2.0 0.8 ± 0.7 1.3 ± 0.9 *(w>b,a)

Vertical distance

rest 0.6 ± 0.6 0.9 ± 0.7 0.9 ± 0.7 1.1 ± 0.6 NS

ssi 1.0 ± 1.1 1.3 ± 1.1 1.2 ± 0.9 1.4 ± 1.1 NS

her 6.2 ± 2.2 6.3 ± 2.3 6.2 ± 2.0 6.7 ± 2.1 NS

ha 7.7 ± 1.4 7.3 ± 1.9 7.5 ± 1.1 7.9 ± 1.2 NS

s 0.5 ± 0.9 1.2 ± 1.8 0.6 ± 0.7 1.1 ± 0.9 NS

A-P distance

rest 0.1 ± 0.4   -0.5 ± 0.7 0.3 ± 0.7 0.1 ± 0.8 ***(a>w)

ssi   -0.7 ± 1.2   -1.7 ± 1.4   -0.6 ± 1.1   -0.8 ± 1.2 *(b,a,3>w)

her 2.4 ± 2.0 0.5 ± 2.2 2.5 ± 2.0 2.7 ± 1.9 ***(b,a,3>w)

ha 3.1 ± 2.3 1.0 ± 1.0 3.1 ± 2.2 3.6 ± 2.5 ***(b,a,3>w)

s   -0.3 ± 0.7   -1.1 ± 1.5    0.0 ± 0.6   -0.1 ± 0.7 ***(b,a,3>w)

Lateral distance

rest 0.1 ± 0.4   -0.1 ± 0.4 0.1 ± 0.4 0.1 ± 0.5 NS

ssi   -0.1 ± 1.2   -0.1 ± 0.9   -0.2 ± 1.3   -0.1 ± 1.2 NS

her 0.2 ± 1.0 0.1 ± 1.3 0.3 ± 1.0 0.2 ± 1.1 NS

ha 0.1 ± 1.3   -0.4 ± 1.8 0.1 ± 1.4 0.0 ± 1.3 NS

s   -0.1 ± 1.0   -0.2 ± 0.9 0.0 ± 0.9 0.0 ± 0.7 NS

NS : not significant,  * : p <0.05,   *** : p <0.001

a : after appliance removal,  b :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 : with appliance, 

3 : 3 day-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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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nt)와 전두면상 수직거리는 큰 경향을 보 으나 

전후방적으로는 ‘her’ 와 ‘ha’에서는 보다 후방에, 나

머지 하악위에서는 보다 전방에 위치하는 등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 다. 

  정상군에서 장치형태간 비교는 전두면상 수직거리

에서만 나타나 장치장착에 따른 변화인 전후방적으

로 보다 전방에 위치하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Table 9). ‘Ssi’와 ‘ha’ 발음위에서 중심위장치가 

후방교합장치에 비해 개구량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방교합장치에 비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나머지 하악위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고 일관되게 나타나 중심위장치에서 수직거리

가 가장 크고 다음이 전방교합장치, 그리고 맨 나중이 

후방교합장치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때 전후방적으

로는 비록 후방교합장치를 장착한 경우라도 중심위

장치나 전방교합장치를 장착한 경우보다 발음위가 

보다 후방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또

한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모든 발음

위가 보다 전방에 위치하는 양상을 보 다. 

  다음으로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량이 많이 증가되

어 변화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발음위인 ‘her’와 ‘ha’

에서의 비틀림 회전운동량을 비교하 다. 먼저 환자

Table 9. Comparison of mandibular position among appliances in normal subjects                          (㎜)

Mandibular position
Centric relation 

splint

Anterior

 bite plane

Posterior

bite plane
p

Slant

rest 1.2 ± 0.7 1.7 ± 1.6 1.1 ± 1.0 NS

ssi 2.2 ± 1.5 2.1 ± 1.2 1.8 ± 1.5 NS

her 6.6 ± 2.5 5.8 ± 2.6 5.1 ± 2.7 NS

ha 7.6 ± 1.9 7.2 ± 2.5 6.4 ± 2.5 NS

s 2.0 ± 2.0 2.0 ± 1.9 1.4 ± 1.1 NS

Vertical distance

rest 0.9 ± 0.7 0.8 ± 0.9 0.5 ± 0.5 NS

ssi 1.3 ± 1.1 1.2 ± 1.1 0.4 ± 0.6 *(c,a>p)

her 6.3 ± 2.3 5.2 ± 2.7 4.7 ± 2.8 NS

ha 7.3 ± 1.9 6.8 ± 2.5 6.0 ± 2.4 *(c>p)

s 1.2 ± 1.8 1.1 ± 1.8 0.4 ± 0.6 NS

A-P distance

rest    -0.5 ± 0.7    -1.0 ± 1.8    -0.7 ± 1.1 NS

ssi    -1.7 ± 1.4    -1.3 ± 1.3    -1.6 ± 1.6 NS

her 0.5 ± 2.2    -0.1 ± 2.5 0.6 ± 1.9 NS

ha 1.0 ± 1.0 1.2 ± 2.1 0.9 ± 2.3 NS

s    -1.1 ± 1.5    -1.2 ± 1.4    -1.1 ± 1.2 NS

Lateral distance

rest    -0.1 ± 0.4 0.1 ± 0.6 0.0 ± 0.4 NS

ssi    -0.1 ± 0.9 0.1 ± 0.9    -0.2 ± 0.9 NS

her 0.1 ± 1.3    -0.4 ± 2.3 0.1 ± 1.0 NS

ha    -0.4 ± 1.8    -0.3 ± 1.9    -0.1 ± 1.1 NS

s    -0.2 ± 0.9 0.1 ± 0.9    -0.1 ± 0.7 NS

NS : not significant,  * : p <0.05

a : anterior bite plane,  c : centric relation splint,  p : posterior bit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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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정상군 간의 비교에서는 대체로 장치장착전 비

틀림 회전운동량은 수평면상 측정치가 환자군에서 

크게 기록되었으나 장치장착시와 탈거후에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어지고 특히 탈거후에는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나, 장치장착으로 환자군에서 비틀림 회전운

동량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10, 11). ‘Her’와 

‘ha’ 발음위간 비틀림 회전운동량의 차이는 전두면상 

운동량에서 차이를 보 는데, 환자군에서는 장치장착

전 ‘ha’에서, 그리고 정상군에서는 장치 탈거직후 ‘ha’

에서 크게 기록되었다(Table 12, 13). 

Table 10. Comparison of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on ‘her’ speech position between patients and 

normal subjects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Frontal rot (。) 0.2 ± 1.2 -0.1 ± 0.4 NS 0.6 ± 1.1 0.3 ± 0.4 NS 0.4 ± 1.1 0.3 ± 1.4 NS

Frontal vertical distance (㎜) 0.1 ± 1.0 -0.1 ± 0.4 NS 0.6 ± 1.0 0.3 ± 0.3 NS 0.4 ± 0.9 0.2 ± 1.2 NS

Horizontal rot (。) -0.6 ± 0.7 -0.1 ± 0.2 ** -0.2 ± 1.6 0.1 ± 0.5 NS -0.3 ± 0.8 -0.1 ± 0.5 NS

Horizontal A-P distance (㎜) -0.4 ± 0.7 -0.1 ± 0.2 NS -0.1 ± 1.4 0.1 ± 0.4 NS -0.3 ± 0.8 -0.1 ± 0.4 NS

NS : not significant,  ** : p <0.01

Table 11. Comparison of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on ‘ha’ speech position between patients and 

normal subjects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Patients Normal p

Frontal rot (。) 0.4 ± 1.1 -0.1 ± 0.5 NS 0.9 ± 1.6 0.5 ± 0.7 NS 0.8 ± 1.6 0.4 ± 1.4 NS

Frontal vertical distance (㎜) 0.4 ± 1.0 -0.1 ± 0.4 NS 0.8 ± 1.4 0.4 ± 0.6 NS 0.7 ± 1.4 0.4 ± 1.2 NS

Horizontal rot (。) -0.7 ± 0.8 -0.1 ± 0.3 ** -0.3 ± 1.8 0.2 ± 0.8 NS -0.2 ± 1.5 -0.1 ± 0.6 NS

Horizontal A-P distance (㎜) -0.6 ± 0.7 -0.1 ± 0.2 ** -0.3 ± 1.6 0.2 ± 0.7 NS -0.2 ± 1.3 -0.1 ± 0.5 NS

NS : not significant,  ** : p <0.01

Table 12.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in patients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her ha p her ha p her ha p

Frontal rot (。)  0.2 ± 1.2  0.4 ± 1.1 *  0.6 ± 1.1  0.9 ± 1.6 NS  0.4 ± 1.0  0.8 ± 1.6 NS

Frontal vertical distance (㎜)  0.1 ± 1.0  0.4 ± 1.0 *  0.6 ± 1.0  0.8 ± 1.4 NS  0.4 ± 0.9  0.7 ± 1.4 NS

Horizontal rot (。) -0.6 ± 0.7 -0.7 ± 0.8 NS -0.2 ± 1.6 -0.3 ± 1.8 NS -0.3 ± 0.8 -0.2 ± 1.5 NS

Horizontal A-P distance (㎜) -0.4 ± 0.7 -0.6 ± 0.7 NS -0.1 ± 1.4 -0.3 ± 1.6 NS -0.3 ± 0.8 -0.2 ± 1.3 NS

NS : not significant,  *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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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교합장치가 폭넓게 사용되

어져 왔다. 이와 같은 사용의 보편성은 오랜기간을 두

고 많은 임상의들에 의해 시술된 심도있는, 수많은 임

상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

합장치가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에 미치는 정확한 효

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따라서 교합

장치의 효과를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비

록 몇가지 치료기전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18) 결론적

으로는 아마도 교합장치가 측두하악장애의 증상들을 

감소시키는 것 같다는 것이다. 

  장치의 치료효과에 관해 Posselt등40)은 184명중 

129명은 증상의 완전해소를, 45명은 개선을 보 으며, 

각 개인에 맞는 적당한 장치를 발견하기까지 여러 형

태의 교합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 다. Frank등41)

도 교합장치치료를 받는 환자의 84%는 자신이 성공

적으로 치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 다. Carraro

등27)도 교합장치로 기능장애보다 통증의 감소가 더욱 

현저하다고 하면서, 이때 전악피개의 교합장치가 환

자의 80%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이처럼 측두

하악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교합장치의 효과는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합장치와 이완요법의 치료효과를 비교, 연구한 

Okeson등42)은 이완요법에 비해 장치장착시 통증의 감

소가 상당하고 개구량이 증가하 다고 하 고, 

Monteiro등
5)
도 저작근장애의 치료시 측방운동의 정

확성은 되먹이기를 이용한 하악운동연습에 비해 교합

장치 장착시 보다 빨리 개선되었다고 하 다. 그러나 

약물요법과 장치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Nemcovsky등
9)
은 측두하악장애의 주 증상인 통증의 강도나 시간, 

자가평가의 스트레스 수준, 관절음 등에서 치료법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이 말해주듯이 교합장치의 사용은 보편적이며 

그 효과가 다른 치료양태에 비해 좋은 것으로 판단되

나 여전히 다른 치료법과의 병용이 가져다 주는 복합

적인 치료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여러 형태의 교합장치간 치료효과에 대한 비교

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Greene등21)은 교합면 피개여

부에 따른 세가지 교합형태의 장치간 비교에서 전악

피개의 장치가 전방교합장치나 안정된 교합접촉면을 

가지지 못한 교합장치에 비해 치료효과가 크다고 하

으며, Lundh등
6)
은 전방재위치장치가 평탄한 교합

장치에 비해 관절음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이기는 하

나 장기간 장착해야 한다고 하 고, Anderson등43)도 

전방재위치장치가 악관절내장에 동반된 근육통증의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 으며, 장치형태와 근활

성을 조사한 Williamson등44)은 전방재위치장치장착

시 중심위장치에 비해 오히려 교근과 측두근의 활성

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하 다. 

  장치장착시간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Wilkinson등
45)
은 종일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관절성 통증에 유리

하며 근육성 장애의 경우에는 야간에만 장치를 장착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 다. 한편 자기공명

상을 이용하여 전방재위치장치의 장착에 의한 관

절원판 재위치의 효과를 보고한 Simmons등46)은 정

Table 13.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in normal subjects 

Before appliance adaptation  With appliance After appliance removal 3 day-after appliance removal

her ha p her ha p her ha p her ha p

Frontal rot 

(。)
-0.1 ± 0.4 -0.1 ± 0.5 NS 0.3 ± 0.4 0.5 ± 0.7 NS  0.3 ± 1.4  0.4 ± 1.4 *  0.0 ± 1.0 -0.2 ± 0.9 NS

Frontal vertical 

distance (㎜)
-0.1 ± 0.4 -0.1 ± 0.4 NS 0.3 ± 0.3 0.4 ± 0.6 NS  0.2 ± 1.2  0.3 ± 1.2 *  0.0 ± 0.9 -0.1 ± 0.8 NS

Horizontal rot 

(。)
-0.1 ± 0.2 -0.1 ± 0.3 NS 0.1 ± 0.5 0.2 ± 0.8 NS -0.1 ± 0.5 -0.1 ± 0.6 NS -0.1 ± 0.7 -0.2 ± 1.0 NS

Horizontal A-P 

distance (㎜)
-0.1 ± 0.2 -0.1 ± 0.2 NS 0.1 ± 0.4 0.2 ± 0.7 NS -0.1 ± 0.4 -0.1 ± 0.5 NS -0.1 ± 0.6 -0.1 ± 1.0 NS

NS : not significant,  *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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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 관절원판변위를 가진 관절에서 정복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록 정복되지 못한 관절에서도 통증의 해

소는 효과적이었다고 하 다. 따라서 제대로 제작되

어 사용되는 중심위장치나 전방재위치장치의 치료효

과는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들 장치의 장착시 불편감이나 부정적인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매우 드물었으며, 또

한 본 연구에서 시도된 바와 같은 발음에 대한 향

에 관한 연구등은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

성수지로 제작된 장치를 장착한 Singh등
36)
은 경성수

지의 장치보다 교합변화를 줄일 수 있다고 하 으나 

아직 임상적 사용이나 체계적 연구결과가 미흡하며, 

Moya등
47)
은 교합안정장치장착이 두경부 배열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료중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

다고 하 고, 발음중의 하악운동궤적은 George48)에 

의해 보고되었으나 다양한 형태의 장치가 발음에 미

치는 변화는 조사가 필요하 다.

  어떠한 형태의 교합장치든 간에 교합장치의 장착

은 안면의 고경과 하악안정위에 향을 미치게 된다. 

안면의 고경은 상악과 하악에 각각 하나씩 설정된 임

의의 두점 간의 거리로 정의되며, 습관적 폐구위와 하

악의 자세성 안정위 간의 안면고경의 차이를 교합간 

거리, 또는 자유공간이라고 한다. 최적의 고경확보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는 주로 보철치료적인 면에서만 

중요시 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저작근이나 악관절 등 

치아의 교합관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계 전반

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악구강계의 정상적 기능

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하악안정위에 관해 Thompson49)은 일생을 통해 변

하지 않는다고 하 으나 Goldspink
50)
는 쥐나 고양이

에서의 고경변화에 대한 적응실험을 통해 변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 으며, Hellsing51)도 저작근의 운동

양태가 생각보다 다이내믹하며 환경변화에 더 적응

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안정위 고경이, 특히 직립위에 비해 앙와위에서 증가

하며, 연하나 발음중에, 다양한 정서상태에, 그리고 

약물 등, 각종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Carlsson등38)도 7일간의 교합장치장착이 새로

운 고경과 하악의 자세성 위치를 확립하 다고 하면

서 장치장착 초기의 불편감은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

었다고 하여 교합장치에 대한 적응이 의외로 신속함

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장치장착으로 환자군

에서는 하악안정위에서의 교합고경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 으나 정상군에서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

으며, 특히 장치탈거후 3일이 지나서는 오히려 교

합고경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 는데, 두군 모두에

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치의 장착이 하악안

정위 고경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다.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한 이등52)은 발음전 

안정위고경에서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차이를 보고

하 는데 그것은 환자군에서의 고경이 본 연구에 비

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가 초래된 까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발음을 이용한 안정위확립에 관한 연구48,53-56)

에서 많이 사용된 발음으로는 ‘s’, ‘m’, ‘Mississippi’, 

‘cheese’, ‘sixty-six’등을 들 수 있으며, George48)는 

‘my grandfather’가 어의 발음소리를 많이 포함하

고 있다고 하여 선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자주 사용되었던 이들 발음소리 외에 새로운 자음과 

모음이 추가된 문장을 이용하 다. 즉, 본 연구에서 

발음운동에 이용한 ‘Sue is missing her house’라는 

문장57)에는 ‘s’, ‘m’, ‘ssi’, ‘h’, ‘er’, ‘a’ 등 빈번하게 이용

되는 대부분의 자음과 함께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전설, 중설, 후설 별로 고루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까지 사용되었던 단편적인 자나 단어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발음운동중 하악위의 변화를 폭넓게 관

찰할 수 있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이 문장을 한

로 번역한 ‘수 이즈 미씽 허 하우스’ 역시 어의 발음

소리를 충분히 반 하고 있으므로 연구방법상 문제

는 없다고 판단하 다.

  연구방법에 제시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발음에 

따른 하악위 고경의 변화는 대상자에 따라 상당히 다

양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수’에서 하악이 하강하 다

가 올라오며, ‘이’에서 하강, ‘즈’에서 상승, ‘미’에서 하

강, ‘씽’에서 상승, ‘허’에서 하강하면서 ‘하’에 이르러 

더욱 하강하여 발음중 최대개구위를 보이고, ‘우’ 에

서 상승하여 거의 안정위와 같아지며, 마지막으로 

‘스’에서 다시 조금 하강하는 운동경로를 나타내었다. 

이중 다른 연구들에 의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정위 설정과 관련된 하악위로 ‘씨’와 ‘스’를 선정하

고 나아가 발음중 고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기위해 ‘허’와 ‘하’의 발음위를 함께 조사하 다.

‘허’와 ‘하’ 발음위에서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 역시 이등52)의 보고와 상이한 것으로 위

에서 밝혔듯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다만 발음운동중 수직고경의 전체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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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보면 환자군보다 정상군에서 장착전에는 각

각의 발음에 따른 고경변화가 뚜렷하 으며, 장치장

착후에는 고경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s’를 이용한 George
48)
는 ‘s’ 발

음시 단어내의 ‘s’ 위치에 따라 하악위의 변화가 심하

고 따라서 고경변화가 커서 안정위 설정에 ‘s’를 이용

하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2.9㎜까지 고경이 분포하 다고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장착전 정상군은 0.5㎜를, 

환자군은 0.8㎜를 나타내어 George
48)
의 연구와 많은 

차이를 보 는데,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s’를 

모국어로 발음하는 차이와 ‘s’의 단어내 위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에 맞는 기준자료의 수집

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두

군 모두에서 교합장치의 장착이 그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위와 발음중 관찰된 하악위 모두에서 하악을 전

방으로 위치시키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특히 정상군

에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때 정상군에서 후방

교합장치를 장착한 경우에서도 하악의 전방이동양상

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교합장치의 장착

이 무의식적으로 구강내 공간의 협소감을 불러 일으

키고, 그로부터 기도공간의 확보에 대한 본능적 대처

를 위해 두경부 자세의 변화 및 하악의 전방위를 취

하는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치장

착시 전방이동량은 환자군보다 정상군에서 다소 많

은 경향을 보 는데 ‘허’나 ‘하’ 발음위에서는 2㎜정도

로 관찰되어, 입을 많이 벌리는 발음에서 적게 벌리는 

발음에서 보다 오히려 전방이동량이 많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한편 정상군의 교합장치간 비교에서는 중

심위장치 장착시 후방교합장치 장착시에 비해 대체

적으로 고경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오히려 전

후방적으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환자군에서의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량

이 발음운동 전체로 볼 때나 ‘허’ 및 ‘하’ 발음위에서

나 어느 형태로든 정상군에 비해 많게 나타났는데, 

이때 특히 개구량이 증가되는 ‘허’ 및 ‘하’ 발음위에서

의 차이가 교합장치의 장착으로 사라지는 양상을 보

여 장치의 장착이 관절내 구조물들의 운동부조화를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의 고찰로 부터 교합장치의 

장착으로 인한 발음시 일시적 불편감은 장치가 구강

내에 위치함에 의해 초래되는 하악의 전방이동이 혀

의 구강내 위치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각종 모음의 

발음에 부조화를 느끼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며, 향후의 연구에서는 각 발음시의 

변화양상을 하악의 위치에만 국한하지 말고 나아가 

음성분석을 함께 관찰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수종의 교합장치 장착이 발음시 하악위 

및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량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측두하악장애 환자중 교합안

정장치를 일정기간 장착한 20명과 저작계 증상과 징

후가 없는 치과대학생 20명을 선정하고 BioEGNⓇ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대상자에게 하악안정위를 취하

게 한 후 ‘Sue is missing her house’를 국어로 표기한 

문장을 발음하도록 하 으며, 측정된 하악위는 발음

운동전 하악안정위(rest position) 및 ‘ssi’, ‘her’, ‘ha’, 

‘s’ 등 모두 다섯 위치로, 각각의 하악위에서 시상면상 

이동거리, 전두면상 수직거리, 시상면상 전후방거리, 

전두면상 측방거리 등을 조사하 다. 하악 비틀림 회

전운동량은 ‘her’ 및 ‘ha’에서의 회전량 및 이동거리와 

함께 발음운동 전체에 걸친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 총

량을 조사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장치장착전과 장착시, 그리고 탈거후 측정된 각 발

음시 하악위는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 총량은 

환자군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환자군은 장치장착시 ‘her’와 ‘ha’ 발음위에서만 하

악이 전방에 위치하는 양상을 띄었으나 정상군은 

조사된 다섯 하악위 모두에서 전방에 위치하 다. 

3. 정상군에서 장치형태에 따른 차이는 전두면상 수

직거리에서만 나타나 ‘ssi’와 ‘ha’ 발음위에서 중심

위장치 장착시 후방교합장치 장착시에 비해 유의

하게 개구량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중심위장치와 

전방교합장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Her’와 ‘ha’ 발음위에서 환자군의 하악 비틀림 회

전운동량이 장치장착전 수평면상 운동량에서 많았

으나 장치장착후 정상군과 차이가 없어졌으며, 

‘her’와 ‘ha’ 간에는 ‘ha’ 발음시 전두면상 회전운동

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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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교합장치의 장착이 환자군과 정상군 모

두에서 발음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환자군과 정상군간 하악 비틀림 회전운동 총

량의 차이에는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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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s of Occlusal Appliance on the Mandibular Position and the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during Speech

Moon-Gyu Kim, D.D.S., M.S.D., Kyung-Soo Han, D.D.S., M.S.D., Ph.D., Jong-Young Kim, D.D.S., M.S.D., 

Keun-Young Yang, D.D.S., M.S.D.

Department of Oral Diagnosis and Or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Wonkwang Dental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cclusal appliance on the mandibular position and the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during speech. For this study, 20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TMDs) and 20 

normal subjects without any signs and symptoms in the masticatory system were selected as the patient group and as 

the normal group, respectively. Biopak systemⓇ(Bioresearch Inc., Milwaukee, USA) and a sentence of ‘Sue is missing her 

house’ were used for recording and for observing of speech pattern. There were five mandibular positions observed in 

this study, that is, mandibular rest position, ‘ssi’, ‘her’, ‘ha’, and ‘s’ speech position. In each position, slant and A-P distance 

in sagittal plane, vertical distance and lateral distance in frontal plane were measured. Amount of the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were measured at ‘her’, ‘ha’ speech position and for all through speech movement. Centric relation 

splint(CRS) was placed in both groups, but anterior or posterior bite plane were placed in normal subjects only.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and analysed by SPSS window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Mandibular positions in both groups were not different before adaptation, with CRS, and after removal, but total amount 

of the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was greater in patients.

2. Mandible was slightly placed anteriorly wth CRS at ‘her’ and ‘ha’ speech position in patients, but was placed anteriorly 

at all the five positions in normal subjects.

3. Difference with type of occlusal appliance in normal subjects were noted only for vertical distance at ‘ssi’ and ‘ha’ speech 

position, and the distance with CRS were more than that with posterior bite plane. 

4.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at ‘her’ and ‘ha’ speech position was greater in patients, but the difference was 

disappeared after appliance removal. And the torque movement was greater at ‘ha’ speech position than that at ‘her’ 

speech position in frontal plane.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adaptation of occlusal appliance showed a tendency to locate the mandible anteriorly 

during speech in both groups, but did not affect total mandibular rotational torque movement which was greater in 

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