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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 치료결과의 측에서 사회심리학  

요인의 향

원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원 치의학연구소

여인식․한경수․김윤희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상으로 하여 진 시 주소의 심한 정도와 임상  진찰소견의 상이함, 그리고 설문지를 

이용한 사회심리학  상태의 차이 등이 향후 진행되는 치료과정을 통해 증상의 실제 감소정도와 그에 소요되는 치료기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측두하악장애 환자 268명을 상으로 최 개구량, 수평피개량, 수직피개량, 진 수, 치부 개교합, 수조작시 턱의 뻣뻣

함(rigidity), 그리고 하악운동시 운동의 부조화(jerk)나 개구제한 등을 조사하고, 상자의 사회심리학  상태를 평가하기 

하여 사회재 응평가척도(SRRS), 병원불안우울척도(HAD scale), 피츠버그 수면지수(PSQI), 그리고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등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증상변화에 한 상자의 주  평가를 찰하기 하여 가시상사척도(VAS)를 

이용하 다. 조사된 치료기간은 내원한  기간인 체 치료기간(total treatment duration)과 증상이 실제로 경감된 활동  

치료기간(active symptom relieving duration)이며, 활동  치료기간은 치료지수(treatment index, TI)의 산출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임상  진찰  설문지 조사를 통해 분석된 40여 항목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최 개구량, 진 수, 하악운동시 

턱의 부조화, 수면장애, 체 치료기간 등이었으며, 반 으로 설문지 조사항목에서 그 차이가 더 었다. 한 체 상

자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각 항목척도와 다른 설문지의 총  간 상 계를 상호 비교할 때 사회재 응평가척도나 피

츠버그 수면지수에 비해 병원불안우울척도의 총 이 더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2. 각 주소증상 별로 치료지수에 따라 세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통증의 경우 치료지수가 낮거나 간인 군이 높은 

군에 비해 치료개시 시 의 통증은 심했으나 종료시 에서는 오히려 더 약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기능장애와 

잡음을 주소로 한 경우에서도 유사하여 치료지수가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 비해 치료개시 당시의 증상은 심했으나 

종료 시에는 오히려 낮아진 양상을 보 다. 활동  치료기간 역시 치료지수가 낮은 군에서 간이나 높은 지수의 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증상이 경감되는 활동  치료기간을 측한 회귀방정식의 산출 결과 체 으로 볼 때 최 개구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들 모두 상자가 스스로 기록하는 가시상사척도상의 주  증상의 정도  설문지, 특히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척도항목

으로 밝 져 측두하악장애의 치료결과에는 각 개인의 사회심리학  상태가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

주제어 : 사회심리학  요인, 측두하악장애,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1)Ⅰ. 서    론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를 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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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히 하는 주소로 하악운동 이거나 안정 시의 

악 부 통증, 하악운동이 부드럽지 못한 운동부조

화나 턱이 걸리는 느낌이 동반되는 개구제한, 그리고 

잡음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술자에 의해 진찰

되거나 검사되는 임상  증상들로는 진 시 악  

 작근과 두경부 근육의 압통, 환자의 수의  개구

운동에 더해지는 술자의 보조 인 수동  신장에 

한 반응, 그리고 개구운동 후반기에 나타나는 운동로

의 편향상태  그 정도 등이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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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주 , 는 객  임상  증상에 한 진

찰과 더불어 내원하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심리  

상태나 생활변화 등도 한 진단을 해서는 필수

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두통이나 요통 등과 

더불어 표 인 만성 동통 장애로 간주되고 있는 측

두하악장애의 임상  진행양태가 이환된 상자의 

심리  상태  생활변화 등과 상호 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5-9). 

  여기에 더하여 이갈이나 이악물기  그 외의 좋지 

못한 구강악습 , 단단한 음식을 즐겨 먹거나 편측으

로 작하는 습  등도 측두하악장애를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 한 진찰

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러한 습 들

은 상당부분 환자의 진술에 의지하거나 는 치료과

정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제약이 있으므로 처음 

내원한 환자에서 올바른 평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는 문제 이 있다10-12). 

  한 상, 하악 교합 계에 한 진찰  악 에 

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게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루어지는 측두하악장애의 진단은 크게 악  내 장

애, 근육장애, 염증성 장애, 그리고 만성  하악운동

제한 장애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13). 그러나 실제 임상

에서 하게 되는 많은 환자들의 부분은 이러한 분

류  특정한 한 가지 진단명에 으로 귀착되는 

증상을 나타내기 보다는 여러 진단명을 용할 수 있

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치료방법도, 를 들어 교합안정장치나 물리요법, 약

물요법 등의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의 

여러 양태에 맞는 다수의 치료법이 함께 용되는 경

우가 부분이다. 

  측두하악장애의 자연 인 진행과정이나 다양한 치

료법이 개재된 경우의 치료결과와 련하여 많은 연

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며
14-19)
,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진행과정이나 치료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측두

하악장애의 여러 원인  요소나 진찰소견들의 진단

학  가치  결과 측의 정확도 등에 해서도 역시 

많은 후향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20-26). 이를 통해 측

두하악장애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치

료법의 치료효과를 측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겠으나 측두하악장애의 다양한 각각

의 분류에 한 보다 편리하고 효과 인 형태의 임상

 치료결과 측모형을 다수 개발할 필요성은 여

하다고 볼 수 있다.

  측두하악장애의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에 따라 치료

에 한 반응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는 환자마다 다른 진단명과 그에 따라 상호간에 게

나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치료법 등이 련될 

수 있겠으나, 를 들어 동일한 증상과 진단명을 가지

고 동일하게 치료법을 용받아 온 유사한 주소와 증

상을 보이는 환자에서도 치료과정에 한 환자의 주

 증상변화와 치료기간 등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

타내고 있어 이러한 증상의 감소차이나 치료의 진행

과정에 련될 수 있는 원인  요소를 다각 으로 규

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상으로 하여 

진 시 주소의 심한 정도와 임상  진찰소견의 상이함, 

그리고 설문지를 이용한 사회심리학  상태의 차이 

등이 향후 진행되는 치료과정을 통해 증상의 실제 감

소정도와 그에 소요되는 치료기간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 원 학교 치

과병원 구강내과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를 한 

진과 검사, 그리고 진단을 받은 환자  조사연구를 

시행한 2005년 8월 당시에 연구목 에 맞게 치료가 

진행되는 이거나 이미 종료된 환자를 상자로 선

정하 다. 이들은 남자 75명(28.0%)과 여자 193명

(72.0%) 등 모두 26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

은 남, 녀 각각 24.8±11.4세  27.9±13.1세 이었다.

2. 연구방법

  진 당시 측두하악장애환자에게 시행되는 통상  

진찰과정을 거쳐 임상  자료를 수집하 다. 이때 수

집된 자료에는 최 개구량, 수평피개량, 수직피개량, 

진 수 등 측정이 필요한 항목과 치부 개교합, 수

조작시 턱의 뻣뻣함(jaw rigidity), 그리고 하악운동 

시 운동로의 매끄럽지 못함(운동부조화, jaw jerk) 등 

찰  평가가 필요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때 

진은 좌, 우 각각 18개 부 , 양측 합쳐 36개 부 에

서 시행되었으며, 각 부 마다 진에 반응하는 정도

에 따라 0, 1.0, 1.5, 2.0, 2.5, 3.0의 수를 부여하고 모

든 진부 에서의 수를 합쳐 상자의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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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다. 한편 치부 개교합, 수조작시 턱의 뻣뻣

함, 그리고 하악 운동로의 매끄럽지 못함 등 진찰항목 

에서 치부 개교합과 수조작시 턱의 뻣뻣함은 존

재유무 만을 기록하여 없으면 0 을, 있으면 1 을 부

여하 고, 하악운동의 부조화는 그 정도에 따라 0, 1, 

2, 3  등으로 구분하여 4단계의 수를 기록하 다. 

  다음으로 네 가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상자의 사

회심리학  상태를 기록하 다. 이때 사용된 설문지

는 생활변화량(life change unit, LCU)을 측정하기 

한 사회재 응평가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27), 내원하는 환자의 불안  우울 정도

를 측정하기 한 병원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 scale)
28)
, 상

자의 수면상태를 조사하기 한 피츠버그 수면지수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PSQI)29), 그리고 정

신심리학  상태를 평가하기 한 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SCL-90R)30) 등 

이었으며, 설문지 기록시 상자가 각 문항을 잘 이해

하고 해당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상자에게 설명을 추가하 다. 

  증상변화에 한 상자의 주  평가를 찰하

기 하여 각 상자의 진 당시 주소를 기 으로 

각 주소별로 10 ㎝ 가시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증상의 정도와 변화를 기록하게 하 다. 이때 

주소는 크게 세 가지로 하 는데 통증, 기능장애, 그

리고 잡음이었다. 통증은 악   작근, 그리

고 두경부 통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특별히 

부 를 한정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다만 상자의 주

소가 통증인 경우는 모두 통증척도를 기록하게 하

다. 마찬가지로 기능장애의 경우도 개구제한, 개, 폐

구시 턱의 부드럽지 못한 격한 움직임이나 걸리는 

듯한 느낌 등 하악의 기능이상 반을 포함하 으며, 

잡음 역시 크기나 양상 등을 구분하지 않고 환자

의 느낌에 따라 매 내원시마다 상태를 기록하게 하

다. 즉, 주소와 련된 가시상사척도상의 증상 변화는 

환자인 상자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의해서만 기록

하 다. 

  조사연구 시 에서 상자에 따라서는 이미 치료

가 종료되었거나 는 여 히 진행 일 수 있다. 이

런 경우 치료개시 시 은 상 없겠으나 치료종료 시

은 있거나 아직 없을 수 있겠는데, 있는 경우는 그 

치를, 없는 경우는 연구의 편의를 해 조사연구 당

시를 해당자의 치료종료 시 으로 하고 당시의 가시

상사척도상 치를 치료종료 수로 기록하 다. 즉, 

10 ㎝ VAS 상에 기록된 치를 증상이 없는 0 에서

부터의 ㎝거리로 측정하고 해당 수로 기록하 다. 

  여기서 기록한 치료기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째는 상자가 내원하는 시 부터 치료를 종료하거

나 는 조사연구 당시까지 다녔던 기간으로 증상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내원한 기간만을 개월 

수로 산출한 체 치료기간(total duration, TD), 둘째

는 증상의 실제  경감이 진행되었던 활동  치료기

간(active symptom relieving duration, ASRD)으로 

치료개시 시 부터 가시상사척도상의 증상 정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멈추어 버린 시 까지 내원한 

개월 수 이다. 이 활동  치료기간(ASRD)은 치료지

수(treatment index, TI)31)의 산출에 이용되었다.

  치료지수는 증상이 실제 으로 경감된 활동  치

료기간(월)을 치료개시 당시보다 경감된 증상의 정도

(㎝ VAS)로 나  것으로 지수가 클수록 증상 경감에 

소요된 기간이 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증상이 오

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지수가 음수로 표시되어 값

이 어지게 된다. 

  수집된 자료는 남녀 간 차이, 치료지수에 따라 구분

된 각 군에서의 치료양상, 치료지수 련 여러 항목들 

간의 상 계, 그리고 통증, 기능장애, 음 등 각 

주소별로 치료개시 후 실제 인 증상경감으로 주소

가 상당히 해소될 때까지 소요되는 경과기간의 측

을 한 회귀방정식의 산출 등을 해 SPSSⓇ 

windows(ver.10.0)를 이용하 으며, 각각에 한 

통계  검정방법으로 분석, 처리되었다. 

Ⅲ. 연구결과

  체 으로 볼 때 임상 으로 찰한 항목이나 설

문지를 이용해 측정한 항목의 거의 부분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많지 않았다

(Table 1). 연령에 있어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약 

3.1세 정도 많은 경향을 보 으며, 최  개구량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6.7 ㎜ 정도 많은 측정치를 나

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때 체 상자의 

77.2%에서 진 당시 이미 40 ㎜이상의 개구량을 보

다. 한편 수평피개량  수직피개량은 체 상자

에서 각각 3 ㎜, 2.3 ㎜ 정도로 나타났으며 4 ㎜를 넘

는 경우는 각각 17.8%와 6.9%로 조사되었다. 한편 36

개   근육의 진부 에 한 진 수에서는 

여자가 22 , 남자가 13.7 으로 나타나 여자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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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items Questionnaire

Male Female sig. Male Female sig.

Age(yr.) 24.8±11.4 27.9±13.1 ‡ SRRS 79.4±83.2 77.7±73.2 NS

Max. mouth opening(㎜) 49.7±9.1 43.0±8.0 ***

HAD

HA 5.5±3.9 5.8±4.0 NS

Overjet(㎜) 2.9±2.1 3.1±1.6 NS HD 7.3±3.2 7.6±3.5 NS

Overbite(㎜) 2.2±1.9 2.3±1.3 NS Total 12.8±5.9 13.3±6.4 NS

Anterior open bite(%) 22.7 16.7 NS

PSQI

SQUA 1.23±0.86 1.24±0.74 NS

Rigidity(%) 15.3 24.1 ‡ SLAT 1.15±0.97 1.08±0.93 NS

Jerk(%) 42.7 39.4 * SDUR 0.93±0.81 0.77±0.89 NS

Palpation score 13.7±16.0 22.0±17.0 *** SEFF 0.16±0.55 0.08±0.35 NS

VAS-

pain

start 4.0±1.6 4.4±1.4 ‡ SDIS 0.71±0.51 0.96±0.58 ***

end 1.1±1.3 1.1±1.4 NS SMED 0.01±0.12 0.04±0.30 NS

ASRD 3.1±2.2 3.4±4.2 NS DDYS 1.85±0.82 1.70±0.88 NS

TI 1.6±2.9 1.9±4.0 NS Total 6.04±2.59 5.85±2.60 NS

VAS-

dysfunction

start 4.5±2.0 4.8±1.7 NS

SCL-

90R

SOM 47.1±9.8 48.3±9.7 NS

end 2.0±1.7 1.1±1.6 ‡ OC 44.9±10.1 45.2±10.2 NS

ASRD 3.9±2.5 4.0±4.0 NS IS 44.2±10.9 43.6±11.0 NS

TI 5.0±7.9 1.1±1.0 ‡ DEP 43.0±9.7 44.0±10.5 NS

VAS-

sound

start 4.2±2.0 4.5±1.6 NS ANX 43.8±9.1 44.6±9.5 NS

end 1.5±1.5 1.8±1.5 NS HOS 46.2±9.8 46.6±9.8 NS

ASRD 3.9±2.4 3.5±2.2 NS PHOB 47.0±11.9 45.0±8.6 NS

TI 3.6±5.5 3.0±4.9 NS PAR 44.1±10.4 43.2±9.5 NS

Total duration 5.8±3.7 7.0±4.6 * PSY 43.8±9.0 43.3±7.5 NS

 % in anterior open bite, rigidity, jerk : % frequency of presence 

 start, end : ㎝ score in 10 ㎝ visual analogue scale(VAS) at start, and end in treatment

 ASRD : duration in month for active symptom relieving of the complaint

 TI : treatment index of the symptom(chief complaint)

 Total duration : total treatment duration in which subject has(d) presented

 NS : not significant, ‡ : p<0.1, * : p<0.05, ** : p<0.01, *** : p<0.001

 Score in SCL-90R : T-score

Table 1.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에 보다 많은 통증과 불편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검사항목의 존재유무와 분포상태를 조사, 분석한 

치부 개교합, 수조작시 턱의 뻣뻣함, 그리고 하악운

동시 운동경로의 매끄럽지 못함(부조화) 등에서는 항

목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 치부 개교합에서는 차이

가 없었고 턱의 뻣뻣함은 여자의 24.1%에서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남자의 15.3%에 비해 %빈도가 높은 경

향을 보 으며, 운동경로의 매끄럽지 못함에서는 발

생빈도 자체는 남녀간 차이가 없으나 남자에서는 심

한 단계에서도 다수 발생하여 반 으로 볼 때 여자

에 비해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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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SRRS .300*** .298*** .272*** .358*** .365*** .335*** .347*** .304*** .404***

HAD .517*** .563*** .519*** .645*** .636*** .523*** .507*** .454*** .558***

PSQI .375*** .367*** .271*** .401*** .322*** .349*** .190*** .264*** .302***

*** : p<0.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score in SCL-90R and mean value of SRRS, HAD scale, and PSQI in whole 

subjects

  통증을 주소로 하여 치료를 받은 상자에서 치료

시작 당시 가시상사척도(VAS) 상의 거리 수는 남

자 4.0으로, 여자에서는 4.4로 기록되어 여자가 다소 

많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며, 그 외 통증 련 조사항목에서도 차이가 없었

다. 이러한 상은 기능장애를 주소로 한 경우나 

음을 주소로 한 경우 등에서도 체로 유사하게 나타

나 모든 조사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능장애, 즉 개구제한이나 심한 턱운동의 부

조화에서는 남자에서는 치료지수가 5.0으로, 여자에

서는 1.1로 나타나 그 차이가 상당하 으나 다만 남자

에서 표 편차가 매우 커 결과 으로 남녀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소의 형태와 계없이 상자에서 주소의 실질

 경감을 느끼는 치료기간은 평균 3～4개월로 나타

났으나 개인 인 편차는 크며, 체 내원 기간은 남자

에서는 평균 5.8개월, 여자에서는 7.0개월로 나타나 

여자 환자의 내원 기간이 보다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여러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측두하

악장애환자의 사회심리학  상태에서 우선 사회재

응평가척도(SRRS)를 이용한 생활변화량의 경우 남

녀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그 평균치는 70  후반으

로 조사되었다. 이때 체 상자의 11.9%만이 150  

이상을 기록하 으며 특히 300  이상을 기록한 상

자는 1.1%에 불과하 다. 병원불안우울척도(HAD 

scale)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체 상

자에서 우울척도는 7.6, 불안척도는 5.7로 기록되는 

등 남녀 모두와 체 상자에서 우울척도가 불안척

도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 다. 

  수면의 질 지수(PSQI)의 경우에서도 체로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유일하게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 SDIS) 항목에서만 남자는 평균 0.71, 여

자는 평균 0.96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

러나 이 경우는 에서 기술한 기능장애의 치료지수

(VAS-dysfunction TI) 항목과는 반 의 양상을 보여 

비록 통계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 모두에서 

평균 1.0이하의 계 값을 보임으로써 수면의 질 지수

(PSQI)상의 단계별 구분으로 단할 때 남녀간에 

반 인 차이는 없으며, 다만 여자에서 남자보다 수면

장애의 심한 정도를 보이는 사람의 %빈도가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체 상자에서 수면의 질 지

수는 6.0내외로 기록되어 양호한 수면상태인 0～5의 

범 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이정

신진단검사(SCL-90R)의 각 항목척도는 남녀 모두에

서 40  반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 으며, 9개 모

든 척도에 걸쳐 T- 수가 60 을 과하는 경우는 

체 상자의 4.1～10.1%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되었

다.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여러 항목척도치와 그 외 척

도나 지수의 총  간의 상 계는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원불안우울척도의 

총 과는 더욱 높은 상 계를 보 다(Table 2). 

  상자가 기록한 각 주소별 가시상사척도상의 수

를 살펴보면 먼  통증의 경우 치료지수가 1  2단계

에 속하는 상자의 치료개시 당시 수가 각각 4.7과 

4.3으로 나타나 치료지수가 3단계인 상자의 3.5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반면 치료종료 당시

의 수는 역으로 치료지수가 3단계인 상자에서 2.3

으로 기록되어 치료지수 1, 2단계 상자의 각각 0.7

  1.0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때 통증의 경

감에 실제 으로 소요된 기간은 치료지수가 1단계인 

상자에서 2.2개월로 치료지수가 2  3단계인 상

자의 4.8, 4.7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었으며, 치료지수

가 2  3단계인 상자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기능장애에서는 치료지수가 1단계인 상자가 3단

계인 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치료개시 기능장

애 수를 보 으며 치료종료 시 에서는 역으로 나

타났다. 이때 치료지수가 2단계인 상자는 치료지수

가 1단계인 상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치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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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1 Grade 2 Grade 3 sig.

Pain

(123),

(53),

(49)

start 4.7±1.4 4.3±1.3 3.5±1.4 ***

end 0.7±1.1 1.0±1.1 2.3±1.6 ***

ASRD 2.2±1.3 4.8±2.3 4.7±7.1 ***

TD 6.3±4.4 7.3±4.3 7.5±4.0 NS

Dysfunction

(37),

(12),

(17)

start 5.1±1.7 4.8±1.7 3.9±1.7 *

end 0.8±1.1 1.4±1.6 2.4±2.2 **

ASRD 2.4±1.1 5.0±2.6 6.6±5.7 ***

TD 6.6±4.5 7.4±3.5 7.7±5.8 NS

Sound

(42),

(28),

(26)

start 5.2±1.7 4.1±1.5 3.4±1.4 ***

end 1.4±1.3 1.5±1.6 2.3±1.7 *

ASRD 2.7±1.4 4.1±2.1 4.8±3.0 ***

TD 5.8±3.2 6.4±3.7 7.0±4.0 NS

Grade 1 : subjects with TI from 0.1 to 1.0, subjects number is in the upper parenthesis 

Grade 2 : subjects with TI from 1.1 to 2.0, subjects number is in the middle parenthesis 

Grade 3 : subjects with TI above 2.1 or below zero, subjects number is in the lower parenthesis

ASRD : duration in month for active symptom relieving of the complaint

TD : total duration

NS : not significant, * : p<0.05, ** : p<0.01, *** : p<0.001

Table 3. Score in VAS at start and end in treatment and active symptom relieving and total duration according 

to treatment index(TI)

수가 3단계인 상자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능장애의 경감에 실제 으로 소요된 기간은 통증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치료지수가 1단계인 상

자의 2.4개월에 비해 치료지수가 2  3단계인 상자

에서는 각각 5.0, 6.6개월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잡음의 경우는 치료지수가 1단계인 상자가 

2  3단계인 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치료개시 

수를 기록하 으며, 치료종료 당시에는 치료지수가 

3단계인 상자에서 2.3 으로 기록되어 치료지수 1, 

2단계 상자의 각각 1.4   1.5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음의 경감에 실제 으로 소요된 

기간은 통증  기능장애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

여 치료지수가 1단계인 상자의 2.7개월에 비해 치

료지수가 2  3단계인 상자에서는 각각 4.1, 4.8개

월로 더 긴 양상을 보 다. 이때 체 내원기간은 통

증, 기능장애, 잡음 등 모두에서 치료지수 각 단

계의 상자간 차이가 없었다.

  한편 도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통증을 주소로 

치료를 받은 상자 225명  치료에 따른 차도가 없

거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는 13명(5.8%)으로 기록되었

고 기능장애를 주소로 하여 내원한 상자 66명  치

료에 따른 차도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는 5명

(7.6%)으로 기록되었으며 잡음을 주소로 하여 치

료를 받은 상자 96명  치료에 따른 차도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는 7명(7.3%)으로 기록되어 체

으로 볼 때 통증, 기능장애, 음 등 주소에 따른 

치료결과의 비교에서 상자  차도가 없거나 오히

려 악화된 경우의 분포에서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 통증치료지수의 각 단계별 상자 간

에는 임상  찰 항목이나 설문지상 기록 항목 모두

에서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았으나 기능장애치료

지수에서는 주간기능장애(DDYS)에서, 그리고 

잡음치료지수에서는 우울(DEP)  정신증(PSY)척도 

등에서 각 단계별 상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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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ain

(209)

end difference ASRD TI total duration

start .274***  .694***    .118‡ -.307***    -.039

end -.502*** -.020  .296***    -.305***

difference    .121‡ -.498***     .193**

ASRD  .606***     .428***

TI     .179**

VAS-dysfunction

(61)

end difference ASRD TI total duration

start .244‡  .792***  .255* -.224‡     .174

end -.400*** .032  .213‡    -.135

difference  .220‡ -.346**     .249*

ASRD   .726***     .534***

TI     .302*

VAS-sound

(87)

end difference ASRD TI total duration

start .436***  .700*** .043 -.422***    -.035

end -.338*** -.218*      .068    -.327**

difference  .218* -.495***     .223*

ASRD  .544***     .514***

TI     .166

start, end : ㎝ score in 10 ㎝ visual analogue scale(VAS) at start, and end in treatment

difference : score difference between start and end in treatment

ASRD : duration in month for active symptom relieving of the complaint

TI : treatment index of the symptom

total duration : total treatment duration in which subject has(d) presented

‡ : p<0.1, * : p<0.05, ** : p<0.01, *** : p<0.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related to treatment progress in subjects with treatment index from 

0.1 to 9.0, respectively (subjects no.)

다. 그러나 이때 주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

타나 일 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체 상자  치료지수가 0.1～9.0 사이에 있는 환

자를 상으로 하여 각 주소에서의 변수 간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주소의 종류와 계없이 일 된 양상

을 찰할 수 있었다(Table 4). 즉, 치료개시 수와 

치료종료 수  증상경감 정도 간에는 정 상 계

를, 치료종료 수와 증상경감 정도 간에는 역 상

계를, 그리고 체 치료기간과 증상경감 정도  그 

경감에 걸린 소요기간 간에는 정 상 계를 보 으

며, 부분 으로 상 성을 보이는 경우로 통증과 기능

장애에서는 치료지수와 체 치료기간 간에 정 상

계를, 통증과 잡음에서는 치료종료 수와 

체 치료기간 간에 역 상 계를 보 다. 이로부터 치

료개시 수가 높을수록 치료종료 수가 높은 양상

을 보이나 그에 비해 치료에 의해 경감되는 증상의 

정도가 더 많아져 결과 으로는 치료종료 수가 낮

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증상경감이 많기 해서는 체 치료기간이 길어져

야 하며, 그럴 경우 결국 증상이 경감되는 활동  치

료기간도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등 각 주소증상의 실질  증상경감이 진행되

는 활동  치료기간을 측하기 한 회귀분석을 시

행한 결과 회귀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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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Sum of Squares df
F Sig.

Regression Residual Regression Residual

Pain 1.000 0.999 0.0474 21.957 0.0045 4 2 2439.686 0.000

Dysfunction 1.000 1.000 0.0058 32.645 0.0000 5 1 192794.09 0.002

Sound 1.000 1.000 0.0042 27.374 0.0000 5 1 307880.54 0.001

Table 5. Model summary and ANOVA for the prediction of active symptom relieving dur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Model  B Std. Error Beta   

(Constant) -1.388 .111  -12.498 .006

 Max. mouth opening .175 .002  .773 70.395 .000

 HAD -.0155 .003 -.062 -5.285 .034

 VAS-pain-start -1.449 .017 -1.526 -84.732 .000

 VAS-dysfunction-start 1.057 .015  1.293 68.393 .000

Table 6. Coefficients for the prediction of duration for pain relieving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Model  B Std. Error Beta   

(Constant) -.560 .019  -29.205 .022

 AGE .141 .001 .213 185.714 .003

 SDIS -3.931 .006 -1.163 -661.220 .001

 DEP .086 .000 .305 179.546 .004

 VAS-pain-start .174 .003 .150 59.870 .011

 VAS-dysfunction-start .151 .002 .151 65.950 .010

Table 7. Coefficients for the prediction of duration for dysfunction relieving 

5,6,7,8). 통증에 해서는 설명력 유의수 이 0.000인, 

기능장애에 해서는 유의수 이 0.002인, 그리고 

음에 해서는 0.001인 회귀방정식이 도출되었으

며, 각각의 방정식에서 독립변수로 찰, 분석된 것으

로는 통증의 경우 최 개구량, 병원불안우울척도, 치

료개시 당시의 가시상사척도상 통증 수  기능장

애 수 등 4개 항목, 기능장애의 경우는 나이, 수면의 

질 지수  수면장애 수, 간이정신진단검사  우울

척도 T- 수, 그리고 치료개시 당시의 가시상사척도

상 통증 수  기능장애 수 등 5개 항목이었으며, 

잡음 련 항목으로는 치료개시 당시의 가시상

사척도상 통증 수, 기능장애 수  잡음 수, 

그리고 간이정신진단검사  불안  편집증척도의 

T- 수 등 5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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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Model  B Std. Error Beta   

(Constant) -4.573 .012  -391.751 .002

 VAS-pain-start -.589 .002 -.556 -365.399 .002

 VAS-dysfunction-start -.355 .001 -.389 -259.034 .002

 VAS-sound-start  .570 .001  .757 623.524 .001

 ANX -.136 .001 -.449 -258.518 .002

 PAR  .384 .001 1.402 758.351 .001

Table 8. Coefficients for the prediction of duration for sound relieving 

Ⅳ. 총   고찰

  연구 상자인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분포에서 약 10

여 년 에 역시 원 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를 상으로 연구한 오 등
32)

은 총 258명  남자가 63

명으로 24.4%, 여자가 195명으로 75.6%로 보고하 으

나 본 연구에서는 총 268명  남자 75명(28.0%)과 여

자 193명(72.0%) 등으로 조사되어 상 으로 남자 환

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평균 연령 역

시 오 등32)은 남녀 각각 21.4±8.2세와 24.9±12.4세를 보

고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각각 24.8±11.4세  

27.9±13.1세로 나타나 남녀 모두에서 측두하악장애환

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되었음을 보 다.

  최 개구량은 남녀 각각 49.7 ㎜와 43.0 ㎜를 보여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모두 정상 인 하

악운동범 의 기 치로 인정되고 있는 최  40 ㎜를 

넘고 있어 최 개구량이 측두하악장애 치료경과의 

요한 지표가 되고는 있으나 단순히 최 개구량만

으로 치료결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각각의 진단명에 

따른 최 개구량의 기 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었다33). 이와 련하여 김 등34), Greene35)

의 연구에서도 40 ㎜가 기 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으

며, 특히 Greene
35)

는 과두걸림 환자에서도 42 ㎜를 넘

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 다. 

  수평피개량과 수직피개량의 정상 인 양에 해 

일 된 정설은 없으나 재 가장 일반 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기 은 각각 4 ㎜를 넘지 않는 것으로서
36) 본 연구에서 이 항목에서는 성별 차이 없이 평균치

는 모두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빈도에서는 다소 달라 수평피개량은 4㎜이하인 

상자가 체의 82.2%, 수직피개량의 경우는 4 ㎜이

하인 상자가 체의 93.1%로 조사되었다. 

  수직피개량 4 ㎜를 기 으로 하여 그 보다 큰 상

자와 이하인 상자 간에 진 수나 통증, 기능장

애, 잡음 등 세 가지 주소의 진 당시 정도를 비

교한 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수평피개량을 같

은 방법으로 상자를 구분하여 동일 주소에 해 상

호 비교한 결과에서는 잡음의 진 당시 가시상

사척도(VAS)상 수치에서 상호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5). 그러나 이때 오히려 수평피개량이 큰 

상자 군에서 척도치 3.6을, 은 군에서 4.6을 나타내

어 상되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교합

계를 평가하는데 많이 쓰이는 이 두 항목의 진단학

 가치에 해서는 향후에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리라 단되었다. 이와 련하여 Hellsing37)은 수직피

개량이 5 ㎜를 넘는 측두하악장애환자에서 교합장치 

등으로 수직피개량을 감소시켜  경우 긴장성 두통 

 악  잡음과 통증이 감소하 다고 하여 수직피

개량의 유발요인  가능성에 해 보고하 다. 수조

작시 턱의 경직감은 여자에서 심한 경향을 보 으며, 

하악운동시 부조화(jaw jerk)는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 단순히 빈도만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듯 함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여자는 없거나 경도인 반면 남자는 없거나 경도의 증

상 외에 등도나 증의 부조화가 상 으로 많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자에서 부조화, 즉 개구시 턱

이 걸리는 느낌과 운동로가 부드럽지 못한 정도가 더 

많은 것은 무엇보다 남자들의 작습 이나 교합력, 

그리고 악 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의 신체  반응

양태 등이 여자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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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흥미로운 

사실은 하악운동의 부조화(jaw jerk)가 없는 상자

에서 있는 상자로, 그리고 더 심한 증 상자로 

갈수록 42.4 ㎜에서 52.0 ㎜로 최 개구량은 오히려 

증가하 으며(p<0.001), 유사한 상으로 증인 

상자의 진 당시 VAS상 통증척도치가 3.0으로 4.

3～4.7인 다른 상자들에 비해 가장 낮게 기록되어 

운동시 부조화의 정도와 최 개구량  진 당시 

VAS상 통증척도치 간의 상 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부조화의 정도와 최 개구량 간에는 상 계수 

0.329의 매우 유의한 정상 계가 나타났다

(p<0.001). 이러한 결과는 매우 주의하여 살펴볼 가치

가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는 하악운동의 부조화 

정도를 최 개구량과 연 시켜 보고한 연구가 드물

어 고찰에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수조작시 턱의 경직감(jaw rigidity)이 없는 

상자는 진 수가 19.2, 있는 상자는 진 수가 

23.6으로 경직감이 있는 상자에서 다소 높은 경향

을 보 으나 진 당시 세 가지 주소 증상의 정도와 

최 개구량은 경직감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련하여 유사한 연구를 한 김 등34) 역

시 턱의 경직감 유무나 최 개구량 40 ㎜를 기 으로 

구분하여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치료  통증정도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와 유사하게 경직감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다음으로 두경부 진 수에 해 살펴보면 악

부 통증의 유무에 따른 두경부 압통 수의 차이를 

비교한 이 등
38)

은 부 를 악 , 작근  두경부 

근육으로 나 어 비교한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다고 하면서 악  통증이 있는 상자에서는 체 

압통 수가 17.6, 없는 상자에서는 압통 수가 12.4

라고 보고하 다. 그러나 주소  진 수 모두에서 

악 과 작근, 두경부 근육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

그려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진 당시 통증이 있는 

상자에서는 진 수가 21.3, 없는 상자에서는 

진 수가 13.7로 나타나 통계 으로 상호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나(p<0.01) 체 진 수에서는 이 

등38)이 보고한 각각 17.6  12.4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심리  평가에 많이 사용되

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 당시 상자들의 사회심

리학  상태의 차이가 향후 치료과정에 끼치는 향

을 알아보고자 한 결과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몇 항목

에서 치료기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우선 사회재 응평가척도의 생활변화량은 

성별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치는 78.4 으로 나타나 

박 등31)이 보고한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의 128.6  보

다는 낮았으며 조군의 82.9 과 유사하 다. 이와 

련하여 이 등39)은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93.0

을, 교정치료를 목 으로 하는 부정교합자 군에서 

68.6 을 보고하여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의 생활변

화량이 가장 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사회재 응평가척도치의 분포 역시 본 연구에서는 

Petrich 등
40)

이 제시한 150 을 기 으로 할 때 상

자의 불과 12.3%에서만 150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Petrich 등40)의 93%나 박 등31)의 36.4%에 비해서 매

우 낮은 생활변화량을 기록하 다. 이처럼 본 연구결

과 다른 연구에 비해 측두하악장애환자들의 생활변

화량이 은 에 해서는 단순한 개인  사정이라

기보다는 사회의 반  양상이나 설문지를 하는 

태도에도 일단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능

성이 있는 련된 원인을 고찰하기는 쉽지 않다고 

단되었다. 한편 생활변화량과 주소 련 치료지수

(VAS TI) 간에 하등의 상 성이 없는 은 박 등31)

의 연구와 유사하 다. 

  병원불안  우울척도는 각각 평균 5.7 과 7.6 으

로 기록되었다. 이 수치는 모두 정상으로 정되는 것

으로 어도 이 수치만으로 볼 때는 측두하악장애환

자의 상태는 불안  우울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상태

는 아니라고 단할 수 있다28). 그러나 설문지에서 얻

어진 각 항목들 간의 상 계를 조사한 결과 이 척

도의 총합이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각 항목척도치와 

매우 높은 정상 계를 보임으로써 진단학  가치

가 있다고 단되며, 한 통증의 치료기간 측에 유

의한 요인으로 밝 져 향후 임상 , 학문  유용성에 

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가 없었는데 이와 련하여 박 

등
41)

도 남자 12.8 , 여자 14.2 를 보고하여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25세를 기 으로 구분하여 비교

한 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은 군에서 병원불안  우울

척도치가 컸다고 하 다. 이에 해 본 연구에서도 20

세 이하에서는 12.4 , 20 에서는 13.3 , 그리고 30

세 이상에서는 14.3 을 기록하여 나이의 증가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에 해서 볼 때 체 지

수값은 측두하악장애환자를 조사한 김 등42)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나 총합이 5.9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치

료에 따른 감소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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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치료 후 수면지수를 조사한 20명의 상자에서는 

치료  총합 6.4에서 치료 후 5.5로 기록되어 김 등42)

이 보고한 7.4에서 4.8로의 감소보다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때 수면지수의 총합이 5를 넘어 불량한 수면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상자는 체의 52.8%로 나타

나 김 등42)의 연구에서 보고한 79%에 비해서는 낮은 

분포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성별에 따른 미약한 

차이를 보인 수면장애 항목으로 통계 인 차이는 있

으나 남,녀 모두에서 1.0이하의 수치를 보여 비록 유

의하다고 해도 임상  요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등42)이 만성 통증의 환자에서 수면장애지

수가 높았다고 보고한 바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진 당시의 통증 수 5.0을 기 으로 하여 구분한 경

우 통증 수가 높은 상자에서는 1.0, 낮은 상자에

서는 0.8로 나타나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1). 한편 김 등42)은 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서 없는 경우보다 이 항목의 수치가 높다고 하 으며, 

아울러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각 척도치가 높을 경

우 수면장애의 차이가 인정된 항목에는 신체화, 우울, 

공포불안 등이 있다고 하 다.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각 항목척도의 T- 수는 

평균 50  이하로 나타나 특별한 정신과  자문이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김 등43)이 제시

한 로 일에 따르면 부분 으로는 건강염려증이나 

심인성 동통장애, 그리고 수면장애의 일면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와 련하여 의 수면장애에 한 

고찰에서도 나타났듯이 본 연구에서도 진 당시 

상자의 반 이상에서 불량한 수면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측두하악장애환자에 

한 평가  리에 있어 심리  압박을 가져올 있

는 여러 원인에 한 충분한 고려와 재의 심신상태

에 한 보다 극 인 찰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

라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등을 임상에서 

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 평균 인 양상을 다시 살펴보면 주소

와 련된 진 당시 가시상사척도상 기록치는 세 가

지 주소 모두에서 4 에 있었고, 치료 종료 시 수

는 1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상의 실질  

유의한 감소는 치료개시 후 4개월간 진행되며, 체 

치료기간은 7개월 정도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은 

세 가지 주소 모두에서 치료가 가장 잘된 군에서 치

료가 가장 더딘 군에 비해 진 당시 상태는 더 안 좋

았으나 치료경과가 좋아 결과 으로 활동  치료기

간이 짧아졌으며, 아울러 치료 종료 시 에서는 더 낮

은 VAS 수치를 보인 것이다. 즉, 치료결과에서 완

한 역  상이 세 가지 주소증상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치료의 후에는 생물학  상태

를 조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심리학  요인이 분명

히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는데 회귀분석을 포함한 다

각 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본 연구의 결과

만으로는 련된 요인을 완 하게 규명하기에 부족

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다만 부분 으로 진 시에 

각 주소 별로 향후의 치료기간을 측할 수 있는 요

인을 규명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되었다.

V. 결    론

  2003년 1월부터 2005년 8월 사이에 원 학교 치

과병원 구강내과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를 받은 

환자  남자 75명(28.0%)과 여자 193명(72.0%) 등 

모두 268명을 상자로 선정하 다. 진 당시 상

자에게 수집된 임상  자료는 최 개구량, 수평피개

량, 수직피개량, 진 수, 치부 개교합, 수조작시 

턱의 뻣뻣함(rigidity), 그리고 하악운동시 운동의 부

조화(jerk)나 개구제한 등이었다. 진은 좌, 우 각각 

18개 부 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각 부 마다 0～3.0

의 수를 부여하고 모든 수를 합쳐 상자의 진

수로 하 다. 

  상자의 사회심리학  상태를 평가하기 하여 사

회재 응평가척도(SRRS), 병원불안우울척도(HAD 

scale), 피츠버그 수면지수(PSQI), 그리고 간이정신진

단검사(SCL-90R) 등 네 가지의 설문지를 이용하 고, 

증상변화에 한 상자의 주  평가를 찰하기 

하여는 크게 통증, 기능장애, 그리고 잡음 등 세 

가지로 구분된 진 당시의 주소증상 별로 10㎝ 길이

의 가시상사척도(VAS)를 이용하 으며, 치료개시와 

종료 시의 척도 수는 0에서부터 증상 표시 치까지

의 ㎝거리로 하 다. 

  조사된 치료기간은 내원한  기간인 체 치료기

간(total treatment duration)과 증상이 실제로 경감된 

활동  치료기간(active symptom relieving duration)

이며, 활동  치료기간은 치료지수(treatment index, 

TI)의 산출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ver.10.0)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임상  진찰  설문지 조사를 통해 분석된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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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최 개구

량,  진 수, 하악운동시 턱의 부조화, 수면장애, 

체 치료기간 등이었으며, 반 으로 설문지 조

사항목에서 그 차이가 더 었다. 한 체 상

자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각 항목척도와 다른 

설문지의 총  간 상 계를 상호 비교할 때 사

회재 응평가척도나 피츠버그 수면지수에 비해 

병원불안우울척도의 총 이 더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2. 각 주소증상 별로 치료지수에 따라 세 군으로 구분

하여 비교한 결과 통증의 경우 치료지수가 낮거나 

간 인 군이 높은 군에 비해 치료개시 시 의 통

증은 심했으나 종료시 에서는 오히려 더 약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기능장애와 잡음

을 주소로 한 경우에서도 유사하여 치료지수가 낮

은 군에서 높은 군에 비해 치료개시 당시의 증상

은 심했으나 종료 시에는 오히려 낮아진 양상을 

보 다. 활동  치료기간 역시 치료지수가 낮은 군

에서 간이나 높은 지수의 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증상이 경감되는 활동  치료기간을 측한 회귀

방정식의 산출 결과 체 으로 볼 때 최 개구량

을 제외 한 나머지 요인들 모두 상자가 스스로 

기록하는 가시상사척도상의 주  증상의 정도 

 설문지상 항목으로 밝 져 측두하악장애의 치

료결과에는 각 개인의 사회심리학  상태가 더 많

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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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ocio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Prediction of 

Treatment Outcome of th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In-Sik Yeo, D.D.S.,M.S.D., Kyung-Soo Han, D.D.S.,M.S.D.,Ph.D., Yun-Hee Kim, D.D.S.

Dept. of Or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Wonkwang Dental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opsychological factors which might influence the course of th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to develop models for prediction of treatment outcome related to pain, dysfunction and 

sound. For this study, 268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were selected from the patients presented to 

department of Or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dental hospital. Chief complaints of these subjects were largely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pain, dysfunction and sound, and 10 ㎝ visual analogue scale(VAS) was used to 

record the state of the three complaints every visit and Treatment Index(VAS TI) was calculated from VAS. All the 

forty-two items obtained from clinical examination or questionnaire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with SPSS
Ⓡ wind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items showed a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were maximum mouth opening, palpation score, jaw 

jerk during mandibular movement, and sleep disturbance. Among questionnaires such as SRRS, HAD scale and PSQI, 

the HAD scales showed the most high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each scale item of the SCL-90R. 

2. Among the groups classified by VAS TI, the group with the lowest VAS TI showed the highest VAS score in the 

start of treatment but showed the lowest score in the end of treatment, without respect to the type of chief complaint. 

From these results, it is assumed that the active treatment duration for the subjects with lower VAS score in the 

first visit would be longer than the subjects with higher score with the somewhat poor treatment outcome.

3. With regard to all the three complaints, the items showing significant effect in the model for prediction of treatment 

outcome were from questionnaire, except one item, maximum mouth opening, which suggest that the 

sociopsychological factors would be strongly related to development and progress of the symptoms.

Key words : Sociopsychological factors, Temporomandibular disorders, SCL-90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