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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측두하악 장애 환자의 

하악과두와 하악지 비 칭에 한 연구 

남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정지웅․김병국․김재형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환자와 정상인 간 그리고 측두하악장애환자의 분류에 따른 하악과두와 하악지 비 칭지수를  노

라마 방사선사진에서 비교하여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진단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측두하악장애환자 120명과 정상인 30명의 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 후, 투사도를 작성하 다. 그리고 노라마 방사선사

진 계측항목 계측치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측두하악장애환자와 정상인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다음 비 칭지수식을 이용하

여 비 칭지수를 산출하여 양군 간의 비교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측두하악장애군과 조군 간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장애군과 근육장애군의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수는 조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지만, 장애군과 근육장애군 간

의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장애군, 근육장애군, 그리고 조군 간의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 비교에서는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원 변 군, 정복성 원 군, 그리고 비정복성 원 군 간의 하악과두 그리고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하악과두와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 모두 연령증가와 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측두하악장애군이 정상인에 비해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수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차이가 측두하악장애와 

련이 있음을 시사하 다. 따라서 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수 측정은 측두하악장애 진단과 

치료시 고려해야 할 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temporomandibular disorder, vertical asymmetry

1)Ⅰ. 서    론

  측두하악장애는 작근장애, 장애, 만성하악운

동장애, 성장장애로 나 어 지고 각각은 다시 세분되

어 진다1). 장애는 과두-원 복합체 장애, 면

의 구조  부조화, 그리고 악 의 염증성 장애로 세

분되고,  과두-원 복합체 장애는 원 변 , 

정복성 원 , 그리고 비정복성 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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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시 나 어 진다1). 이런 각각의 측두하악장애를 

진단하기 해서는 포 인 병력 청취와 한 진

단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한 진단법 에 근 도

는 작근장애 진단에 도움1,2)을 주는 반면 방사선사

진은 장애환자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다1-3).

  방사선사진은 측두하악 의 구조  다양성 때문

에 진단시 제한을 받지만 측두하악장애를 진단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1). 특히 노라마 방사선 사진

은 방사선 조사량이 낮고, 쉽게 촬 할 수 있어 임상

에서 범 하게 사용되지만, 촬 시 많은 문제

(methologic erros)를 포함하고 있고, 한 노라마 

방사선사진은 확 (magnifcation errors)와 displace-

met1,2)되어 나타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Ramstad 등1)

은 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정량  거리측정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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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없다고 하 으나, Tronje 등은 노라마 방사선사

진의 수평거리 측정치는 non-linear variation 결과로 

신뢰성이 없지만 수직거리 측정치는 상 으로 신

뢰성이 있다고 하 다
1-5)
. 그리고 Kjellberg 등은 환

자가 정확한 치에서만 는다면 수직거리 측정치

는 재 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 다1,8,13,14). 

이러한 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촬 의 많은 문제

으로 인한 계측치 신뢰성에 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치아길이13), edentulous ridge height15), 그리

고 mandibular dimensions 
1,2,14) 

등과 같은 거리측정

을 한 정량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측두하악 에 가해지는 과부하가 장애와 근

육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어져 왔

다1,2). 한 측두하악 에 가해지는 과부하에 의해 

하악과두 면의 연조직과 경조직이 두껍되어 하

악과두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1)
, 이 과정은 하악과두 

면의 응능력이 소실될 때까지 계속되어 골

염을 유발시키는데 결국 이것은 하악과두 면

의 미분화 간엽세포층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 다1,2). 따라서 장애 는 근육장애 환자의 좌,

우측 하악과두와 하악지 비 칭정도가 클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하악과두 수직길이를 좌, 

우측 비교하여 산출한 비 칭지수를 측두하악장애 

환자와 정상인 간의 비교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환자

의 비 칭지수가 크다고 하 다1,17). 한 노라마 방

사선사진에서 산출된 하악과두 비 칭지수는 측두하

악장애환자를 진단하는데 타당한 도구라 하 다
1-3)
. 

이와같이 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측두하악장

애환자의 하악과두와 하악지 비 칭에 한 연구가 

많지 않고, 측두하악장애 분류에 따른 하악과두와 하

악지 비 칭에 한 정상인과의 비교 연구가 없는 바, 

Sex
TMD Control

Mean age   SD Number Mean age  SD Number

Male 24.4  10.5 34 31.5 2.11 9

Female 34.6  18.7 86 38.0 8.18 21

Total 32.2   17 120 34.5 12 30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Distribution of age and sex in the samples used in  this study

측두하악장애환자와 정상인 노라마 방사선사진 상

의 하악과두와 하악지 수직길이를 각각 비교분석 함

으로써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작계 동통, 측두하악  부  통증, 하악운동량 

제한, 잡음, 는 과두걸림 느낌 등을 주된 증상

으로 남 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병

력청취, 임상검사, 방사선 검사( 노라마, TR), 그리

고 MRI를 통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선정하여, 선

정된 측두하악장애환자  앵 씨 부정교합 1 을 가

지고,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구치열기 성인환자 

120명을 실험군인 측두하악장군 (TMD)으로 선정하

다. 평균연령은 32.2±17세 다. 측두하악장애군은 

장애군 (TMJD)과 근육장애군 (MD)으로 세분하

고, 장애군을 원 군 (DD), 정복성

원 군 (DDWR), 그리고 비정복성 원

군 (DDWOR)으로 세분하 다. 

  측두하악 과 작계에 한 병력이 없으며, 교

정치료의 경험이 없는, 앵 씨 부정교합 1 을 갖는 

그리고 측두하악 의 방사선사진 상에 특이한 소

견을 보이지 않는 구치열기 성인 30명 (남:9명, 

여:21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조군으로 정하 으며 

평균연령은 34.5±12세 다 (Table 1). 

  한 성장이 완료된 상황에서 하악과두와 하악지 

비 칭성을 비교하기 해 측두하악장애군과 조군 

모두 18세 이상인 자로 연구 상을 제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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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노라마 방사선사진 투사도 작성

  본 연구 상으로 선정된 자의 노라마 방사선사

진을 Cranxe 3+　(Soredex, Finland)를 이용하여 얻어, 

얻어진 노라마 방사선사진 상에서 Fig. 1과 같은 투

사도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계측 을 선정하 다. 

2) 하악과두와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 산출

  작성된 노라마 방사선사진 투사도에서 좌,우측 

수직과두와 하악지 높이를 0.1mm 까지 측정할 수 있

는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계측한 후 다음과 

같은 비 칭지수식을 이용하여 좌,우측 하악과두와 

하악지 사이의 수직비 칭지수를 산출하 다.

수직비 칭지수 (AI) 

=｜CH(RH)right - CH(RH)left / CH(RH)right 

+CH(RH)left｜×100

CAI: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수

RAI: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

3) 노라마 방사선사진 계측치 비교분석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계측항목의 

평균  표 편차를 측두하악장애군과 조군를 구

분하여 산출하고, 측두하악장애군과 조군 간 비

칭 지수를 비교하기 해 unpaired t-test 이용하여 

군간 유의차를 검정하 고, 장애군, 근육장애군, 

Fig. 1. Panoramic landmarks and tracing used in 

this study.

O1, O2: The most lateral points of image

A: Ramus tangent

B: Perpendicular line from A to the 

superior part of the condylar image

CH: Condylar height

RH: Ramus height

그리고 조군 간 비 칭 지수를 비교하기 해 그리

고 원 군, 정복성 원 변 군, 그리고 

비정복성 원 변 군 간 비 칭 지수를 비교하기 

해 ANOVA를 이용하여 군간 유의차를 검정하

다. 한 연령과 하악과두 그리고 하악지 비 칭지수 

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해 피어슨의 상 계수를 

산출하 다. 

Ⅲ. 연구결과

1. 측두하악장애군과 조군 간 수직비 칭지수 비

교 

  측두하악장애군과 조군 간 하악과두와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를 비교한 결과 하악과두 수직비 칭

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하악지 수직비 칭지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2. 장애군, 근육장애군, 그리고 조군 간 수직

비 칭지수 비교 

  장애군, 근육장애군, 그리고 조군의 하악과

두와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를 각각 비교한 결과 하

악과두 수직비 칭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으

나,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Table 3). 하악과두 수직비 칭에 한 

군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

과, 장애군과 근육장애군이 조군에 비해 하악

과두 수직비 칭이 컸고, 장애군과 근육장애군 

간 하악과두 비 칭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Table 4).

AI
TMD (n=120) Control (n=30)

p
Mean SD Mean SD

CAI 15.52 12.43 4.01 2.08 .019

RAI 3.41 2.59 3.95 2.54 .65

Table 2. Comparison of asymmetric index between 

TMD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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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MJD (n=90) MD (n=30) Control (n=30)

p
Mean SD Mean SD Mean SD

CAI 14.75 15.42 23.76 26.6 4.01 2.08 .001

RAI 3.51 2.63 2.30 2.02 3.59 2.54 .73

Table 3. Comparison of asymmetric index between TMJD, MD, and control

AI N
α = .05

1 2

CAI Control 30 4.20

TMJD 90 28.46

MD 30 33.25

Table 4. Post-hoc comparison of asymmetric index 

by Turkey grouping beteween TMJD, MD, 

and control

3. 원 군, 정복성 원 변 군, 그리고 

비정복성 원 변 군간 수직비 칭지수 비교

  측두하악 장애군내 원 군, 정복성

원 변 군, 그리고 비정복성 원 변 군 간 하

악과두와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을 비교한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4. 연령과 하악과두 그리고 하악지 비 칭지수 간 상

계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수와 연령 간 상 계는 

ｒ= 0.09 (p = 0.487),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와 연령 

간 상 계는 ｒ= -0.03 (p = 0.8)으로 하악과두와 

하악지 비 칭지수 모두 연령증가와 련이 없었다 

(Fig. 2, 3).

AI
DD (n=30) DDWR (n=30) DDWOR (n=30)

p
Mean SD Mean SD Mean SD

CAI 17.06 16.70 11.20 5.54 12.26 14.82 .582

RAI 4.13 3.12 3.52 1.15 2.67 1.83 .229

Table 5. Comparison of asymmetric index between DD, DDWR, and DD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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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between age and 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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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between age and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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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   고찰

  측두하악 장애는 과두-원 복합체장애, 근육장

애, 그리고 염증장애 등으로 크게 분류되고 과두-원

복합체장애는 원 , 정복성 원 변 , 

그리고 비정복성 원 변  등이 있다. 원

는 과두-원 복합체장애  제일 먼  나타나는 질

환으로 잡음, 하악운동의 제한 그리고 통 등

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 은 방 는 내방

으로의 변 가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1,2)
. 정복성

원 1)는 개구시 하악과두 활주운동이 일어날 때 

폐구 에서 변 되었던 원 이 정복되는 경우로 

개구성 잡음 는 왕복성 잡음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 하악운동의 제한은 없으나 개구로 편

와 같은 하악운동 형태변화를 찰할 수 있고, 비정복

성 원 1는 하악과두가 활주운동하는 동안에 

원 이 변 된 상태로 계속 있는 경우로 폐구성 

과두걸림이라고도 하고, 개구로 편향과 같은 하악운

동 형태변화뿐만 아니라 개구제한, 비이환측 측방운

동제한, 그리고 방운동제한 등과 같은 하악운동 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Hebests 등
17,18)

의 연구에 따르면 dental rotational 

panoramic radiography(OPG)에서 머리 치변화가 

1cm 이하이면 좌,우측 수직과두길이 차이는 6% 미만

이라고 하 고, 이런 차이는 기술 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 칭 의미가 없다고 하

다. 따라서 OPG에서 측정된 좌, 우측 수직과두거리 

차이가 6% 이상일 때만이 과두비 칭이라고 하 고, 

결과 으로 비 칭지수식에 의하면 좌, 우측 수직과

두거리 6% 차이는 3% 비 칭을 나타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좌, 우측 수직거리가 ≤3% 비

칭을 보이는 실험자들은 두부를 치시킬 때 나타

나는 기술 인 오차로 생각하고 실험에서 제외시키

고 ≥3% 비 칭을 보이는 실험자만 실험에 포함 시

켰다.

  자극이 작계 생리  내성을 넘어서면 작계에

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작계 각 구조물은 어

느 정도의 기능  변화에 견딜 수 있다. 기능  변화

가 생리  내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험 수 을 넘어

서면 근육, 측두하악 , 그리고 치아와 치아 지지조

직 등의 손상이 나타난다1). 작계 근육의 과활성은 

하악과두 면에 과부하를 주게 되어 하악과두 연

조직과 경조직의 두께를 증가시키는데, 작계 근육

의 과활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악과두 비 칭

이 커진다
19,23,24,25,28,29)

. 한 이런 변화과정은 하악과

두 면의 응능력이 다할 때까지 지속되는데 이

것은 미분화간엽세포층 감소로 나타나고, 결국 하악

과두 면 괴로 인한 골 염이 발생하여 하악

과두 비 칭이 감소한다20,21). 

  Miller 등26,27)은 장애환자를 상으로 한 이환

측과 비이환측 하악과두 수직거리 비교연구에서 하

악과두 비 칭지수가 18.76% 그리고 근육장애환자를 

상으로 한 이환측과 비이환측 하악과두 수직거리 

비교연구에서 하악과두 비 칭 지수가 23.77% 로 이

환측과 비이환측 간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근육장애환

자의 이환측 하악과두 비 칭 정도가 장애환자 

보도 더 크다고 하 다. 한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없

는 정상인이 좌,우측 하악과두 수직거리 비 칭지수

는 4.46%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환자 하악과두 비 칭지

수는 15.52% 로 정상인 하악과두 비 칭지수 4.01% 

보다 크게 나타나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좌,우측 하악

과두 수직거리 차이가 정상인 보다 크게 나타났다. 정

상인의 비 칭 치수는 본 연구에서는 4.01% 로 

Miller 등26,27 연구 4.46%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장애, 근육장애, 그리고 정상인의 비 칭지수를 비

교한 결과 하악과두 비 칭지수는 각각 14.75%, 

23.76%, 4.01%로 정상인과 장애 그리고 근육장

애환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장애환자

와 근육장애환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근육장애환자의 좌,우측 하악과두차이가 

장애환자보다 큰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근

육장애환자의 비 칭 지수가 장애환자보다 크다

는 Miller 등26,2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Miller 등은
26,27)
 장애환자와 근육장애환자의 

하악과두 비 칭지수는 연령에 향을 받는데 장

장애환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 칭지수가 감소하

는 역상 계를 보이고, 근육장애환자는 연령이 증

가하면서 비 칭지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포물선

형 곡선을 보인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

령과 하악과두와 하악지 비 칭지수는 상 계가 

없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실험군의 고령환자 수가 

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두원  복합체장애는 원 과 하악과두 사이

의 계가 변하기 때문에 진 으로 진행되는 질환

으로 생각되어져 왔고, 기에는 원 변 가 발

생하고 다음으로 정복성 원 변 , 비정복성

원 변  순으로 심도를 더해 발생한다고 하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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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환자를 원 , 정복성 원 변 , 

그리고 비정복성 원 변 로 구분하여 하악과두 

비 칭지수를 비교한 결과 각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 노라마방사선 사진의 하악 과두 비 칭 

정도가 장애의 심도를 반 하지 않음을 시사하

다. 

  노라마 방사선사진 상의 좌,우 측 하악 과두의 수

직거리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결과 측두하악

장애 환자의 하악 과두 비 칭성이 정상인보다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어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진단과 치

료에 노라마 방사선사진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음을 시사하 다. 이런 비 칭 발생원인에 해서는 

불명확하지만 하악과두 좌, 우 차이는 발생하는 측두

하악 장애 험을 처음 알아내는 기  자료로 제

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이 하악 과두의 다양한 형태에 의

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어 이의 구분을 해서 

하악 과두형태에 향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 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환자와 정상인 간 그리고 

측두하악장애환자의 분류에 따른 하악과두와 하악지 

비 칭지수를 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비교하여 측

두하악장애환자의 진단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측두하악장애환자 120명과 정상인 30명의 노라

마 방사선사진을 촬 후, 투사도를 작성하 다. 그리

고 노라마 방사선사진 계측항목 계측치의 평균값

과 표 편차를 측두하악장애환자와 정상인으로 구분

하여 산출한 다음 비 칭지수식을 이용하여 비 칭

지수를 산출하여 양군 간의 비교분석을 시행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측두하악장애군과 조군 간 하악과두 수직비 칭

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장애군과 근육장애군의 하악과두 수직비 칭

지수는 조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지만, 장

애군과 근육장애군 간의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장애군, 근육장애군, 그리고 조군 간의 하악

지 수직비 칭지수 비교에서는 군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4. 원 변 군, 정복성 원 군, 그리고 비

정복성 원 군 간의 하악과두 그리고 하

악지 수직비 칭지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하악과두와 하악지 수직비 칭지수 모두 연령증가

와 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측두하악장애군이 조군에 비해 

하악과두 수직비 칭지수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차

이가 측두하악장애와 련이 있음을 시사하 다. 따

라서 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이용한 하악과두 수직

비 칭지수 측정은 측두하악장애 진단과 치료시 고

려해야 할 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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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ndylar and Ramal Vertical Asymmetry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in Panoramic 

Radiographs

Ji-Woong Jong, D.D.S.,M.S.D., Byung-Gook Kim, D.D.S.,Ph D., 

Jae-Hyung Kim, D.D.S.,Ph D.

Dep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condylar and ramal vertical asymmetric indices on 

paonramic radiographs between temporomandibular disorder patients and normal group and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One hundred and twenty temporomandibular disorder patients and thirty normal individuals were selected. After tracing 

the panoramic radiographs, measurements for asymmetric indices were identified.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surement of each group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between two 

group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measurement between two group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As a result of comparing condylar and ramal vertical asymmetry indices of the temporomandibular disorder patients 

with that of normal group,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dylar vertical asymmetry index between two groups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amal vertical asymmetry index between two groups.

2. Condylar and ramal vertical asymmetry indices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and muscle disorder patients 

showed greater value than norma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patients and muscle disorder patients.

3. Among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patients, muscle disorder patients, and normal group, there was on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dylar vertical asymmetry index between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patients and 

normal group.

4. Among disc displacement, disc dislocation with reduction, and disc dislocation without reduc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dylar and ramal vertical asymmetry indices. 

5. There were no correlation between aging and condylar and ramal vertical asymmetry indic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condylar vertical asymmetry index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patients showed greater values than normal group, and this difference could be considered as the feature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hus measuring the condylar vertical asymmetry index on panoramic radiographs is 

considered as the important factor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Key word : temporomandibular disorder, vertical asymme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