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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안면통증 환자의 치료결과와 후에 한 연구

단국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1, 경희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2

최세헌1․김기석1․김미은1․이동주1․진상배2

  본 연구는 단국 학교 치과 학 부속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포함한 구강안면동통 환자들을 상으

로 치료의 결과와 후를 평가하기 하여,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간 (치아질환을 제외한) 구강안면동통 환자 

6300명 에서 진료기록부 상에서 경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들을, 측두하악장애, 신경병성동통장애, 연조직질환  

이  둘 이상을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질환으로 나 어 치료기간, 치료유형  치료효과를 비교하여 다음의 결과

를 얻었다. 

1. 평균 진료기간은 신경병성 동통장애에서 가장 길었고 연조직질환, 복합 질환, 장애, 근육-  복합장애, 근육장애의 

순이었다. 

2. 사용된 치료방법을 비교하면 약물요법은 연조직질환과 신경병성 동통장애에서, 장치요법은 장애군에서, 물리치료는 

근육장애군에서 사용빈도가 높았다. 

3. 진단분류별 물리치료의 사용경향은 근육장애군은 EAST와 단 요법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장애군은 음 치료, 

신경병성 동통 장애와 연조직 질환은 출력 이  요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4. 통증에 한 치료결과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향이 신경병성 동통장애에서 가장 높았으며, 완화되거나 완  소실되는 경향

은 측두하악장애에서 높았다. 

5.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근육장애, 정복성 원 장애, 비정복성 원  장애  근육-  복합장애 세분하여 치료 

후 개구량의 변화를 조사하 을 때는 진단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개구량 측정방법간에는 무통성 최 개구

량이 치료 후 가장 증가하 고, 환자 스스로가 벌리는 능동  최 개구량은 비정복성 원 장애에서 가장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구강안면통증 역에서 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들은 측두하악장애에서는 동통조   기능개선

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후가 좋은 반면, 연조직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같은 기타의 구강안면통증은 길고 

지속 인 치료를 요구하는 어려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구강안면통증, 측두하악장애, 치료, 후

1)I. 서    론

  구강안면통증(orofacial pain)은 두부, 안면  모든 

구강 내 구조물의 경조직  연조직과 련된 통증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1)
, 치아질환을 비롯하여 측두하악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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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통 같은 신경병성 통증까지 다양한 질환들

이 유사한 형태의 동통으로 발 되므로 진단이 어렵

다. 두통, 근골격성 통증, 신경성 통증, 심인성 통증, 

암 등의 요한 질환으로부터 발생하는 통증을 모두 

포함하므로 감별진단과 치료를 하여 치과의사, 이

비인후과 문의, 정신과의사, 신경과의사 등 서로 다

른 분야의 의료 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특히 구

강안면통증을 평가하고 진단, 치료하는데 있어 치과

의사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1,2).

  구강안면통증의 치료법은 크게 약물치료, 물리치료, 

장치요법, 심리치료로 나 어지는데 어떤 종류의 치료

가 합한지는 진단에 따라 결정된다. 약물치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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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조 을 한 진통제가 가장 일반 으로 이용되지

만 마취제, 근이완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등 다양한 계열의 약물이 사용되기도 한

다. 마취제는 국소 으로 이환 조직에 도포하거나 국

소마취제로 동통부 에 주사되어 진단과 치료에 함께 

이용된다3). 삼차신경통과 같은 발작성 신경계 질환에

는 carbamazepine으로 표되는 항경련제가 주로 이

용되며, 잘 낫지 않는 만성동통의 치료에는 용량의 

삼환성 항우울제가 효과 이라는 보고가 있다4-6).

  물리치료는 크게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술자의 

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 어 지는데 비정복성 

원  장애에 효과 인 가동술(mobilization)  운

동요법, 자세훈련 등이 후자의 표  수단이다. 기기

를 이용한 물리치료법은 음 요법(ultrasound), 

단 요법(microwave) 등의 심부투열요법, 경피성 

기신경자극요법(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갈바닉 기자극요법(electro-

galvanic stimulation therapy, EGS), 기침술자극치

료(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therapy, EAST) 

등의 기치료과 출력 이 요법 (low-level laser 

therapy, LLLT) 등이 포함된다1,3).

  구강장치요법(occlusal splint therapy)은 교합 계

를 변화와 교합력 재분산, 이갈이, 이악물기 등의 이

상기능 감소, 작근의 통증과 기능장애 치료  측두

하악 의 구조  계 변화를 목 으로 사용되어 

왔으며7-9) Clark 등10)에 의하면 70～90%의 임상  성

공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치유기 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여 히 효과 인 치료법으로 

임상에서 빈번하게 추천되고 있다. 

  병원을 찾는 구강안면통증질환 환자 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측두하악장애는 1980년  들어 

환자가 증하는 가운데,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

으며 보다 효과 인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한 시도

는 계속되고 있다. 가장 극 으로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구강내과에서는 보존  요법을 심

으로 다양하게 치료를 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지 까지 증상과 진단 심으로 역학조사는 많이 

있으나 치료결과와 후에 한 보고는 많지 않고 측

두하악장애 뿐 아니라 기타의 구강안면통증질환을 

포함한 보고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국

치  구강내과에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포함

한 구강안면동통 환자들을 상으로 그 동안 용되

어 온 다양한 치료법의 결과와 후에 하여 평가하

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연구방법

 

1. 연구 상

  단국치  구강내과에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 에서 치아질환을 제외한 

구강안면동통 환자 6300명 에서 진료기록부 상에

서 경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 환자들의 연령분포는 10 와 20 가 가장 많고 

나이가 들면서 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Fig. 1)

2. 연구방법

  진단분류는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

orders, TMD), 신경병성 동통장애, 구강 연조직 질환 

 복합질환으로 분류하 다. 

  TMD는 이환 조직에 따라 근육장애, 장애  

근육-  복합장애로 세분하 다. 근육장애

(myogenous TMD)는 상호 력수축, 국소근동통, 근

염, 근막동통, 근경련을 포함하 고, 장애

(arthrogenous TMD)는 정복성 원 변 , 비정

복성 원 변 , 골 염  염증의 환자들

을 포함하 다. 근육-  복합장애(muscle-joint 

combined TMD)는 근육장애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포함하 다. 

  신경병성 동통장애(neuropathic pain)는 삼차신경

통 같은 발작성 신경병성 동통질환과 비정형 치통, 구

심로차단, 술후신경통 등과 같은 지속성 신경병성 동

통을 포함하 으며 구강 연조직 질환(oral soft tissue 

diseases)은 악성병소나 연조직비 병소 등을 제외하

Fig. 1. Age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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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성 는 성의 구강안면통증과 련이 큰 구강

캔디다증, 편평태선, 아 타성 궤양 등의 만성, 재발

성 병소를 포함하 으며 구강작열감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e)도 포함하 다.

  복합질환(complex condition) 상기에 언 된 분류 

 둘 이상을 동시에 가진 경우로 정의하 다.

  각 진단유형별로 치료기간, 치료방법, 치료횟수, 동

통  운동범 에 한 치료효과를 평가하 다. 치료

방법은 가장 일반 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장치요법

으로 나 어 조사하 으며, 물리치료는 본원에서 주

로 사용되는 기침술자극치료(EAST), 단

(Pulsed-microwave), 음 (Ultrasound), 출력

이 치료(LLLT)의 사용빈도를 진단유형별로 조사하

다. 치료방법에 따른 빈도조사는 둘 이상의 치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각각을 모두 1회씩으로 평가하 다.

  다양한 구강안면동통장애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해 동통과 운동범 의 변화를 조사하 다. 치료에 

따른 동통의 변화양상은 완 소실(disappeared), 완화

(better), 지속(persistent)  악화(worse)로 나 어 

분류하 으며, 약물 복용시에는 통증이 해소 는 완

화되지만 약물을 단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지

속’으로 분류하 다.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으

로 동통과 함께 조사한 운동범 는 치료 과 치료후

의 개구량 변화를 조사하 다. 환자에게 최 의 통증

이 느껴질 때가지 천천히 개구하게 하게 상하 치간 

거리를 측정한 ‘무통성 최 개구량 (comfortable 

maximum opening, CMO)’, 환자가 최 로 입을 벌리

게 하여 측정한 ‘(능동 ) 최 개구량 (active range 

of motion, AROM)’, 개구제한이 있는 경우 술자가 부

드럽고 지속 인 힘을 가하여 치간 거리를 증가시

켜 얻는 ‘수동  최 개구량 (passive range of 

motion, PROM)’ 각각에 하여 치료 후의 변화량

을 조사하 다
11)
.

3. 통계분석 

  진단에 따르는 치료의 기간이나 치료종류  치료

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통계 로그램 SPSS Ver. 

12를 사용하여 x
2
-test와 ANOVA를 시행하 다

Ⅲ. 연구결과

  본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구강안면통증 환자 4681

명 평균치료기간은 4.08±10.13개월로서 최소 0.08개

월에서 최  168개월까지 큰 차이가 찰되었으며, 

진단별로 비교하 을 때 신경병성 동통장애의 평균

인 치료기간이 10.38±21.20개월 정도로 가장 길었

다. 즉, 진단분류별 평균 진료기간에 있어서는 신경병

성 동통 장애에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연조직 질환, 

복합 질환, 성 TMD, 근육-  복합성 TMD, 근

육성 TMD의 순이었다. 측두하악장애군 에서는 

장애의 치료기간이 상 으로 길었다(p=0.000, 

Table 1, Fig. 2).

  구강안면통증 환자에 사용된 치료방법을 약물요법, 

장치요법  물리치료로 별했을 때 약물치료가 

체의 53.3%를 차지하며, 물리치료, 장치요법의 순서

다(Table 2). 진단분류별 사용된 치료법의 빈도는 

Fig. 3에 표시되어 있다. 측두하악장애에서는 약물치

료와 물리치료의 비율이 비슷하며 장애나 근육

 복합장애에서는 장치치료의 빈도가 다른 진단

군에 비해 높았다. 즉, 약물요법은 연조직질환과 신경

병성 동통 장애에서, 장치요법은 성 TMD 군에

서, 물리치료는 근육성 TMD 군에서 사용빈도가 높

았다. 

  상기의 세 가지 치료유형  물리치료 종류에 따른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음 치료가 가장 많고 그 다

음이 극 단 , LLLT, EAST의 순서 다(Table 3). 

각 진단군별로 물리치료의 유형을 비교하면 근육장

애군에서는 4가지 물리치료가 비교  다양하게 이용

된 반면, 장애나 근육 복합장애에서는 상

으로 음 의 이용빈도가 높았다. 반면에 신경병성 

동통장애나 연조직질환에서는 LLLT가 많이 이용되

었다.(Fig. 4) 즉, 진단분류별 물리치료의 사용경향은 

근육성 TMD 군은 EAST와 단 요법, 성 

TMD 군은 음 치료, 신경병성 동통 장애와 연조

직 질환은 출력 이  요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치료를 받은 후 동통에 한 치료반응을 비교해 보

면 통증이 악화된 경우 2.3%, 지속된 경우 22.2%, 호

된 경우 43.2%, 완치된 경우 32.3%로 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통증이 악화되거나 지속된 경우가 체의 

24.5%이지만, 완치되거나 호 된 정 인 경우가 

75.5%로 훨씬 높았다(Table 4). Fig. 5의 도표에서 나

와 있는 것처럼, 치료에 따른 통증의 변화를 진단유형

별로 평가했을 때 측두하악장애에서는 통증이 완

히 소실되거나 완화된 비율이 높은 반면, 신경계 질환

에서는 지속된 빈도가 높았다. 즉, 통증에 한 치료

결과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향이 신경병성 동통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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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Mean S.D Minimum Maximum

TMD

Myogenous 1194 1.47 4.03 0.10 49.00 

Athrogenous 1369 4.94 9.32 0.08 127.00 

Combined 1127 3.87 7.99 0.20 125.00 

Neuropathic pain 197 10.38 21.20 0.10 168.00 

Soft tissue disease 720 5.29 14.79 0.10 144.00 

Complex condition 71 5.14 9.38 0.25 55.00 

Total 4681 4.08 10.13 0.08 168.00 

ANOVA; p=0.000

Table 1. Longevity of treatment in different diagnostic groups in the patients with orofacial pain.(unit : month)

Fig. 2. Longevity of treatment in different 

diagnostic groups in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에서 가장 높았으며, 완화되거나 완 소실되는 경향

은 측두하악장애에서 높았다.(Fig. 5) 

  치료에 따른 개구량의 변화를 추 할 수 있는 1499

명의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근육성 TMD, 정복성 

원 장애, 비정복성 원  장애  근육-  복

합성 TMD로 세분하여 조사하 을 때는 진단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p=0.272), 개구량 측정

방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p=0.000) 즉, 

무통성 최 개구량이 치료 후 가장 증가하 다. 각 운

동범 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세부진단군을 비교하

을 때, 무통성 최 개구량과 수동  최 개구량은 진

단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능동  최 개구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비정복성 원 변 에

서 능동  개구량이 가장 증가하 다.(Fig. 6)

Fig. 3. Frequency of therapeutic methods applied 

to each of different diagnostic groups in 

the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Fig. 4. Frequency of physical therapy applied to 

each of different diagnostic groups in the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구강안면통증 환자의 치료결과와 후에 한 연구

  159

　

　

　

Therapeutic methods

TotalPharmacologic 

therapy

Splint

therapy

Physical

therapy

TMD

Myogenous 1290 (14.7%) 62 (0.7%) 1022 (11.6%) 2374 (27.4%)

Athrogenous 1317 (15.0%) 446 (5.1%) 1120 (12.8%) 2892 (32.9%)

Combined 1240 (14.1%) 264 (3.0%) 1056 (12.0%) 2560 (29.1%)

Neuropathic pain 200 (2.3%) 1 (0.0%) 37 (0.4%) 238 (2.7%)

Soft tissue disease 563 (6.4%) 7 (0.1%) 34 (0.4%) 604 (6.9%)

Complex condition 73 (0.8%) 9 (0.1%) 40 (0.5%) 122 (1.4)

Total 4683 (53.3%) 789 (9.0%) 3318 (37.7%) 8970 (100%)

x
2‐test; p=0.000

Table 2. Frequency of therapeutic methods applied to different diagnostic groups in the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Physical therapy
Total

EAST Ultrasound Microwave LLLT

TMD

Myogenous 349(6.3%) 683(12.3%) 549(9.9%) 225(4.0%) 1806(32.5%)

Athrogenous 128(2.3%) 1042(18.8%) 219(3.9%) 274(4.9%) 1663(29.9%)

Combined 328(5.9%) 853(15.4%) 459(8.3%) 280(5.0%) 1920(34.6%)

Neuropathic pain 5(0.1%) 9(0.2%) 1(0.0%) 30(0.5%) 45(0.8%)

Soft tissue disease 5(0.1%) 11(0.2%) 8(0.1%) 24(0.4%) 48(0.9%)

Complex condition 20(0.4%) 29(0.5%) 16(0.3%) 10(0.2%) 75(1.3%)

Total 835(15.0%) 2627(47.3%) 1252(22.5%) 843(15.2%) 5557(100%)

x
2‐test; p=0.000  (EAST;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therapy, LLLT; low‐level laser therapy)

Table 3. Frequency of physical therapy applied to different diagnostic groups in the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Disappeared Better Persistent Worse Total

TMD

Myogenous 225(6.9%) 357(10.9%) 135(4.1%) 16(0.5%) 733(22.4%)

Athrogenous 439(13.4%) 363(11.1%) 185(5.7%) 20(0.6%) 1007(30.8%)

Combined 336(10.3%) 357(10.9%) 132(4.0%) 24(0.7%) 849(26%)

Neuropathic pain 8(0.2%) 42(1.3%) 103(3.1%) 3(0.1%) 156(4.8%)

Soft tissue disease 42(1.3%) 267(8.2%) 144(4.4%) 10(0.3%) 463(14.2%)

Complex condition 8(0.2%) 27(0.8%) 27(0.8%) 1(0.0%) 63(1.9%)

Total 1058(32.3%) 1413(43.2%) 726(22.2%) 74(2.3%) 3271(100%)

Table 4. Treatment outcome for pain in different diagnostic groups in the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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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MO AROM PROM ANOVA

Myogenous TMD 265 10.43 ± 10.33 mm 5.22 ± 8.51 mm 4.75 ± 4.29 mm

p=0.272Athrogenous TMD
DDwR* 471 7.89 ± 9.10 mm 5.94 ± 8.98 mm 5.38 ± 7.50 mm

DDw/oR** 292 9.75 ± 8.31 mm 9.36 ± 7.89 mm 6.13 ± 7.09 mm

Combined TMD 471 7.89 ± 9.10 mm 5.94 ± 8.98 mm 5.38 ± 7.50 mm

ANOVA p=0.000

*;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Table 5. Treatment outcome for range of mouth opening in TMD subgroups.

Fig. 5. Treatment outcome for pain in each of 

different diagnostic groups in the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Ⅳ. 총   고찰

  동통은 인생의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개인을 자극

하는 불유쾌한 경험으로 정의되며 성동통은 신체

의 질환을 암시하는 경고신호로서 보호기 으로 작

용하지만, 만성 으로 지속될 때는 동통 자체가 질환

이 되어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하기도 한다
3,12-14)

. 동통

은 체성 동통(somatic pain)과 신경병성 동통

(neuropathic pain)  심인성 동통(psychologic pain)

으로 나 어지는데, 체성 동통은 이환조직에 분포하

고 있는 정상 신경수용기에 한 유해자극의 결과로

서 동통수용기가 자극되어 뇌로 달되면서 동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체성동통은 표면동통과 심부동

통으로 다시 나 며 표면동통이 짧고 자극 인데 반

해, 심부동통은 보다 심부의 신체조직에서 유래되는 

둔하고 르는 듯한 양상으로 표 된다
3,12)

.

  신경병성 동통은 유해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이환

Fig. 6. Treatment outcome for range of mouth 

opening in each of TMD subgroups.

된 부 에 분포하는 신경의 구조  이상에 의해 나타

나며 자극 인 양상의 동통이며 작열감으로 표 되

거나 지각마비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체성 동통이

나 신경병성 동통과 달리 심인성 동통은 유해자극이

나 신경계의 이상과 무 하게 심리  원인에 의해 발

생하는 동통으로 동통의 근원지와 동통 부  사이에 

해부학  연 성이 없고 치료에 한 반응도 일 성

을 찾기가 어렵다
3,12)

. 심인성 동통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 근을 달리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구

강안면부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성  신경병성 동

통만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체성 동통  치아

련질환들도 치료  근을 달리하므로 배제하 다. 

  본원 구강내과에 3년간 내원한 환자  치아질환을 

제외한 구강안면동통 질환을 가진 환자 6300명 에

서 치료의 경과를 진료기록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4681명 환자를 진단군별로 비교하 을 때, 평균치료

기간은 4.08±10.13개월로서 짧게는 0.08개월에서 길

게는 168개월까지 아주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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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성 동통 장애의 평균 인 치료기간이 10.38±21.20

개월 정도로 가장 길었다. 즉, 진단분류별 평균 진료

기간에 있어서는 신경병성 동통 장애에서 가장 길었

고 그 다음으로 연조직 질환, 복합 질환, 성 

TMD, 근육-  복합성 TMD, 근육성 TMD의 순이

었다. 본원에 내원한 신경병성 동통장애의 부분은 

발작성 신경병성 동통인 삼차신경통이었으며 치료방

법은 약물치료를 주로 하 으며 치료에 따른 동통의 

변화양상은 호 을 보이거나(26.9%) 드물게는 완  

소실되기도 하 으나(1.9%) 많은 수의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즉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만 통증이 해소

되었다가 약을 단하면 다시 재발하는 양상을 보

다.(66.0%, Fig. 5) 통증이 지속된 비율이 다른 안면동

통군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사용된 약제는 

carbamazepine이 가장 많았고 baclofen, clonazepam, 

diazepam 등이 병용투여 되거나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의 삼환성 항우울제나 gabapentin도 

사용되었으나 이들 약물은 삼차신경통보다는 비정형 

치통 같은 지속성 신경병성 동통에 주로 처방되었다. 

GABA(gamma-aminobuteric acid)의 유사체인 

gabapentin은 포진후 신경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신경병성 동통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5-18). 약물치료 이외의 치료법으로는 물

리치료, 그 에서도 LLLT가 가장 높은 빈도로 이용

되었다.

  구강안면통증을 조 하기 해서는 다양한 치료법

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약물치료, 물리치료, 구강장치

요법, 행동조 요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본원에 내원

한 환자가 받은 치료를 약물치료, 물리치료, 구강장치

요법으로 별하여 빈도를 조사하 을 때 약물치료가 

체의 53.3%로 반 이상을 차지하 으며 사용된 약물

은 nonsteroidal antiinflammatoroy drug, acetami-

nophen 등의 진통제가 가장 많이 쓰 으며 이들 약물

로 잘 조 되지 않는 심한 통증의 경우에는 cortico-

steriod가 사용되기도 하 다. 그 외에도 근이완제, 항

우울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등이 주로 사용된 약제

다. 표면마취제
19)

나 capsaicin cream
20)
 같은 약제의 국

소도포가 추천되기도 하고 구강내에서 사용할 경우 

이들 약제가 씻겨 나가지 않고 오래 작용하도록 하기 

하여 acrylic resin으로 제작한 dental stent를 이용

하기도 한다3). 

  각 진단별로 보았을 때 신경병성 동통장애와 연조

직질환은 부분 약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타의 치

료로는 물리치료 에서 LLLT사용이 빈번하게 선택

되었다.(Fig. 2, 3). LLLT는 세포증식의 증가, 미토콘

드리아 활동 자극, ATP 생성증가, DNA  RNA의 

합성 진, 단백질 생성증가, 효소활성 조 , 세포내

외의 pH 변화, 세포성장 자극, 재 화 증가  세포

사 진 등 세포  분자수 에서 조직치유에 

biostimulation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4). 

이러한 작용기 으로 인해 창상치유나 통증 조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나 효과에 있어서는 아

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Zinman 등25)은 당뇨병성 신

경병증 환자 50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뚜렷한 동

통조 효과를 밝히지 못한 반면, Eckerdal 등26)은 삼

차신경통에 효과 이며 성공 인 보조요법으로 이용

될 수 있다고 보고하 고 Khullar 등
27)

은 술후 발생한 

하치조신경의 지각손상의 개선에 효과를 보 다고 

하 다. 한 LLLT 시술 후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동

통감소  운동기능의 회복을 보고하거나
28)
 교근  

승모근 발통 의 치료효과를 보고한 연구29)도 있다. 

  측두하악장애에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의 이용

빈도가 비슷하며 장애나 근육  복합장애에서

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강장치요법

의 빈도가 다른 진단군에 비해 높았다. 장치요법은 정

형 으로 안정된 치를 설정하거나 근신경성 

반사작용을 재구성해주는 최 의 교합조건을 만들어 

주어 정상  근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비정상  근활

성을 감소시키며 치아의 과 교모를 가져올 수 있

는 비정상 인 힘으로부터 치아와 지지구조물을 보

호하기 해서 사용되는데7-9), 주로 선택되는 교합장

치는 교합안정장치(stabilization appliance 혹은 근이

완장치, muscle relaxation appliance)와 방 치교

합장치(anterior positioning appliance)이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 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는 하지

만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30,31), 교합안정장치는 근활

성과다로 인한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효과 인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32)
 손상된 조직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켜 보다 효과 인 치유를 도모한다고 한다33). 

방 치장치는 하악이 최  교합 보다 더 방에 

치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와내 과두- 원  

계를 개선하여 조직의 응과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악 내장과 련된 증상과 징후를 해소하므로 

음이 있는 환자, 간헐 이거나 만성 인 과두걸림

이 있는 환자와 원 후조직염과 같은 일부의 염증성 

장애가 응증이 된다11). 

  구강안면통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리치료는 일련

의 보조요법으로서 기구법(physical therapy m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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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es)과 수조작법(manual technique)으로 나 며 환

자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하게 선택 병용하면 좋

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구법

에는 온열요법, 냉각요법, 음 요법, 음 삼투요법, 

이온삼투요법, 갈바닉 기자극치료, 경피성 기신

경자극요법, 침술  이 요법이 있고 수조작법에

는 massage, 분사신장요법, 운동요법, 신체활동 등이 

포함된다11). 본원에서 주로 이용되는 기구법인 음

요법, 단 , 기침술자극요법, LLLT 에서 

음 요법과 단 요법은 조직내면의 열을 증가시키

는 심부투열요법으로서 특히 음 요법은 심부조직

의 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원섬유를 분리하

여 결합조직의 유연성과 신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4). hydrocortison cream이나 

salicylate 등을 음 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음 삼

투요법(phonophoresis)가 동통조 에 효과 이라는 

연구들도 존재한다35,36). 

  기침술자극요법은 침술치료와 기자극치료를 

응용한 것으로 신체의 항유해수용계를 이용하여 통

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침술부 의 

역치하자극이 구심성 개재뉴런을 증가시켜 동통감각

을 감소시키는 endorphine을 유리하여 유해자극의 

달을 효과 으로 차단, 동통감각을 감소시킨다고 한

다. 진통효과, 마취효과, 액순환개선효과, 소염효과, 

마비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성동통과 만

성동통의 조 에 추천되고 있다.12 

  본원에서 사용된 물리치료의 기구종류에 따른 사

용빈도를 살펴보면 음 치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이 극 단 , LLLT, EAST의 순서 으며,(Table 3) 

진단분류별 물리치료의 사용경향은 근육성 TMD 군

은 EAST와 단 요법, 성 TMD 군은 음 치

료, 신경병성 동통 장애와 연조직 질환은 출력 이

 요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Fig. 4)

  치료를 받은 후 동통에 한 치료반응을 비교해 보

면 평가 상자 3271명 에서 2471명(75.5%)이 동통

이 완  소실되거나 호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진단군별로 보았을 때 측두하악장애군에서 그 비율

이 높은데 반해 신경병성 동통장애에서 동통의 지속

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Table 4, Fig. 5) 그 이

유로는 신경병성 동통장애의 가장 표 인 질환인 

삼차신경통이 긴 경과기간을 갖고 비정형 치통, 구심

로차단동통 등 아직 원인이나 발생기 이 명백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들이 많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효과 인 치료법의 개발

이 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구강안면통증에서 기능장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측두하악장애로서 치료 후 

기능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개구범 의 개

선을 평가하 다. 임상검사에 사용되는 개구량의 측

정은 환자가 아 지 않고 벌릴 수 있는 최 개구량으

로 정의되는 무통성 최 개구량, 아 더라도 최 한 

벌릴 수 있는 능동  개구량  술자가 힘을 가해 측

정하는 수동  개구량으로 이루어지는데, 치료후의 

개구량 변화를 측두하악장애의 소진단군별로 비교하

을 때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

으나 측정방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

다.(Table 5) 근육장애, 정복성 원 장애, 비정복

성 원 장애  근육-  복합장애에서 무통성

최 개구량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며 진단군간에 차

이도 찰되지 않았다. 수동 개구량의 증가는 비정

복성 원 변 에서 가장 컸는데(p=0.000) 이는 

치료 후에 원 과 과두의 계가 정상으로 회복

되었거나 혹은 구 으로 원 이 된 경우

라도 시간에 따라 비교  정상 인 기능을 회복

하여 개구량을 서서히 회복해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7-40)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삼차신경통 같은 신경

병성 동통 장애와 연조직 질환은 치료기간이 길고 치

료횟수가 많은 난치성의 질환이며 치료방법도 주로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고 치료를 단하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두하악장

애는 성인 경우가 근육성인 경우에 비해 치료기

간이 길었으며 약물치료, 물리치료, 장치요법 등의 치

료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장애의 경우 장

치요법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치료 

후 통증과 운동범 의 뚜렷한 개선을 보여 주고 있다. 

구강안면통증 역에서 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

들은 측두하악장애에서는 동통조   기능개선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후가 좋은 반면, 

연조직질환이나 신경병성 동통 장애 같은 구강안면

통증은 길고 지속 인 치료를 요구하는 어려운 질환

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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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utcome and Prognosis of the Outpatients with Orofaci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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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reatment outcome and prognosis of the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disorders 

who visited for treatment in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Dankook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January 2002 

to December 2004. Orofacial pain disorders were categorized into TMD(myogenous, arthrogenous and muscle-joint 

combined TMDs), neuropathic pain disorder, oral soft tissue disease and complex condition simultaneously having more 

and two aforementioned categories and treatment period, method and treatment outcome were evalu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verage longevity of treatment period was the longest in the neuropathic pain, followed by soft tissue disease, complex 

conditions, arthrogenous TMD, muscle-joint combined TMD and myogenous TMD in order. 

2. When treatment methods were largely categorized into pharmacologic, physical and oral appliance therapy, 

pharmacologic therapy was used the most frequently for the patients with neuropathic pain or oral soft tissue diseases, 

oral appliance therapy for those with arthrogenous TMD and physical therapy for those with myogenous 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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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f physical therapeutic methods used in our clinic, EAST and microwave was employed the most frequently in the 

patients with myogenous TMD, ultrasound for those with arthogenous TMD and LLLT for those with neuropathic pain 

or oral soft tissue disease. 

4. In comparison with change of pain after treatment, there existed a tendency that pain from neuropathic pain disorders 

persisted while pain from TMD was getting better or totally disappeared. 

5. Concerning the change of mouth opening range in the TMD sub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ubgroups but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among opening ranges, indicating comfortable maximum mouth opening 

increased the most following treatment. Improvement of active range of mouth opening was the most considerable in 

those with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It can be sai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that various treatments currently used for the orofacial 

pain showed good results with TMD in regards with pain control and improvement of function, suggestive of favorable 

prognosis, while neuropathic pain or soft tissue disease was the clinical conditions difficult to resolve, requiring a long 

and persistent treatment.

Key words : Orofacial pain, TMD, Treatment, Progno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