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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세 아동의 측두하악장애와 부정교합의

유병율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이남기․최동순․이혜미․차봉근

본 연구의 목적은 10-12세 성장기 아동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과 징후 및 부정교합의 유병율과 이의 상관관

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강릉시에 위치한 6개 초등학교의 10-12세 아동 465명(남자 233명, 여자

232명)을 대상으로 간이병력조사와 간이임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측두하악장애 증상 중 두통의 유병율

(34.6%)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40.4%)가 남자(28.8%)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 그 밖의 측두하악장애 증상은 연령

증가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측두하악장애 징후 중 단순관절음의 유병율(32.9%)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악관절 촉진시 측방 압통의 유병율은 18.1%이었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근육 촉진시 압통에서 교근의 유병율(15.1%)은 전측두근과 후측두근 보다 높

았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개구제한의 유병율은 30.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 증가

에 따라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 모든 측두하악장애 징후의 유병율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Angle's I급 부정교합(73.3%)이 가장 흔하였으며, 다음으로 III급 (12.9%), II급 1류 (11%), II급 2류 (2.8%) 순을

보였다. 각각의 교합상태의 유병율은 성별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측두하악장애 증상 및 징후에 관련

된 교합상태는 II급 1류와 III급 부정교합이었다 (p<0.05). 본 연구결과는 성장기 아동에서 측두하악장애 증상 및

징후가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 성장기 아동의 측두하악관절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008:24(1):29-40)

서 론

측두하악장애 (temporomandibular joint dys-

function, TMD) 는 측두하악 관절의 잡음, 악관절

및 저작근군의 동통과 악운동 장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임상적 증상(symptom)이나 징후(sign)를

총칭하여 말한다.
1,2
측두하악관절은 신체내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중의 하나로 저작기능 외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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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동의 악골 발육을 직접 담당하는 부위이

기도 하다. 따라서, 악관절과 저작계를 구성하는

여러 기능적 구성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

지 못할 경우, 기능적인 장애는 물론 기질적인

손상까지 초래하게 되며 특히, 성장기 아동에서

는 악골 발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측두하악장애는 성인에서

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아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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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학 연구들은 증상 및 징후의 발생률이 성인

에서만큼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2-8
국내에서는

Yuh 등9이 7-11세 아동 118명에서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유병율이 12.2%, 징후가 53.2% 임을 보고

하였으며, Cha 등
10
은 16-18세 청소년에서 측두하

악장애 증상의 유병율이 80.9% 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피검자의 수, 연령 또는 성별 차

이, 피검자의 민족적 다양성, 평가 방법과 진단상

의 기준 차이, 검사 항목의 정의 차이 등으로 인

해 유병율의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1

한편 부정교합과 측두하악장애와의 관계에 대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몇몇 논문에서

는 수평피개교합이 큰 II급 부정교합이나 III급

부정교합, 반대교합, 개방교합이 측두하악장애와

유의성이 있음을 보고 하였으나,12-15 Dibbets 과

van der Weele
16
는 관절잡음, 동통 등과 같은 측

두하악장애의 증상 및 징후와 악안면 형태

(craniofacial form)간에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

다.

이와 같이 측두하악장애의 증상 및 징후에 관

한 역학연구를 비롯하여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형태 및 기능관계의 발달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장기 아동의 측두하악

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10-12세 성장기 아동에서 측두하악

장애의 증상과 징후 및 부정교합에 대한 간이병

력조사와 간이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성장기 아동

의 측두하악장애와 부정교합의 유병율에 대해

알아보고 교합 요인과 측두하악장애 간의 관계

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강릉시에 위치한 6개 초등학교의 10-12세 아동

465명 (남자 233명, 여자 232명)에서 측두하악 장

애의 증상과 징후, 교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

다(Table 1). 전신질환이나 구순구개열이 있는 경

우 혹은 정신질환으로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나

자의로 협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 당시 교

정치료중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교정 의사 1 명

에 의해 간이설문조사와 간이임상검사가 시행되

었다.

2. 연구 방법

1) 간이설문조사 (Fig. 1)

측두하악장애의 증상(Symptoms of TMD)의 유

무 분석에 도움을 주는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아동들이 직접 설문지에 답을 기록하는 방법(예,

아니오)으로 시행하였다. 설문문항을 읽고 답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문 작

성 중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었다.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시행

하였다.

① 두통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때 빈혈이나 감기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하였다. (Headache)

② 입을 크게 벌릴 때(예, 하품을 할 때)의 어려

움이나 악관절 부위의 동통 유무에 대해 질문

하였다. (Opening pain)

Fig 1. Simplified questionnaire (Symptoms of

TMJ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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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Boys Girls Total

N % N % N %

10 73 46.2 85 53.8 158 34

11 80 51.3 76 48.7 156 33.5

12 80 53 71 47 151 32.5

Total 233 50.1 232 49.9 465 100

Table 1. Distribution of sex and age in 465 children

③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또는 턱을 움직일 때

의 어려움이나 악관절 부위의 동통 유무에 대

해 질문하였다. (Chewing pain)

④ 턱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걸린 느낌 혹은 빠

진 느낌이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Restriction)

⑤ 입을 벌리거나 좌우로 움직일 때, 악관절 잡

음의 기왕력 여부를 질문하였다. (Sound)

2) 간이임상검사 (Table 2)

① 측두하악장애의 징후 (Signs of TMD)

악관절 잡음: 개폐구 운동을 시키면서 중지와

약지를 사용해 피검자의 악관절 부위를 촉진하

되 유무로만 기록하였으며, 단순관절음(clicking)

과 염발음(crepitus)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악관절 압통 (TMJ tenderness): 양수 촉진

(bimanual manipulation)으로 가능한 일정한 압력

(약 1 lb/inch
2
)을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17
악관절

의 측방 압통은 손가락이 관절 위에 위치한 것을

확인한 다음 1 inch 정도 개구한 상태에서 악관

절부의 외측 피부에서 과두의 전후, 상하 부위에

대해 검지나 중지를 사용해 동통의 유무, 느낌의

차이를 질문하였다. 악관절의 후방 압통은 폐구

상태에서 외이공으로 검지나 약지를 집어넣은

후 그 손가락의 끝으로 외이도의 앞벽을 전방 및

전하방으로 압박하여 동통의 유무, 느낌의 차이

를 기록하였다.

악관절 동통 (TMJ pain): 악관절 측방 또는 후

방에 중지와 약지를 위치시킨 후 개폐구 운동,

전방 및 측방 운동을 시키면서 양측과두의 움직

임을 비교함과 동시에 동통 유무를 기록하였다.

Clinical examination

A. Occlusal status

1. Angle classification

- Class I, II/1, II/2, III

2. Crossbite

3. Scissors bite

4. Openbte

5. Deepbite

6. Lack of tooth numbera

7. Occlusal interference

8. Attrition

B. Signs of TMJ dysfuction

1. TMJ sound

- Clicking, Crepitus

2. TMJ tenderness

- Lateral, Posterior

3. TMJ pain

4. Muscle tenderness

- Masseter

- Anterior temporalis

- Posterior temporalis

5. Jaw movement

- Restriction of mandibular mobility

aLack of tooth number is defined when the teeth are

missed more two at one quadrant due to caries, trauma

and/or physiologic dentitional change at clinical

examination.

Table 2. Outline of simplified clin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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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압통 (Muscle tenderness): 전측두근, 후측

두근, 교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근육에 부드럽

고 견고한 압력을 가하며, 손가락을 인접조직으

로 작은 원운동을 시키면서 압박하는데, 여러 번

가볍게 누르는 것보다는 1-2초간 한번 견고하게

누르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검자에게 불쾌함 혹

은 동통 여부를 물어보고 기록하였다.
18,19

개구 제한 (Restriction of mandibular mobility):

눈금이 mm 단위로 표시된 플라스틱 자를 이용

해 개구시 상하악 중절치 절단연의 거리를 계측

해 최대 개구량이 35mm 미만인 경우를 기록하

였다. 단, 4mm 이상의 과개교합 또는 개방교합

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개구제한 유무를 판

단하였다.

② 교합 검사 (Occlusal status)

습관성 폐구상태에서 제1대구치 부위를 기준

으로 Angle씨 분류에 따라 기록하였다. 구치부

및 전치부 반대교합, 설측 교차교합(scissors bite)

을 검사하였으며, 개방교합은 상하악 전치부가

접촉되지 않는 경우로 기록하고, 과개교합의 경

우는 상악전치가 하악전치 치관의 1/2 이상

(4mm 이상) 피개하는 경우를 기록하였다. 치아

수의 부족은 유치의 영구치 교환, 우식, 외상 등

의 이유로 탈락, 아직 맹출을 이루지 못한 치아

Symptoms

Age in years

p value10 11 12 Total

N % N % N % N %

Headache 51 32.3 53 34 57 37.7 161 34.6 0.587

Opening pain 19 12 27 17.3 19 12.6 65 14 0.336

Chewing pain 23 14.6 21 13.5 20 13.2 64 13.8 0.937

Restriction 5 3.2 5 3.2 5 3.3 15 3.2 0.997

Sound 39 24.7 49 31.4 31 20.5 119 25.6 0.087

Table 3. Distribution of symptoms of TMJ dysfunction by age

가 1/4악당 2 개 치아 이상인 경우를 기록하였다.

측방 운동과 전후방 운동시 교합간섭 여부를 검

사하였다. 교합간섭이 일어나는 부위에서 교합

면의 마모여부를 검사하였다.

3) 통계처리

Window용 SPSS 14.0 프로그램(SPSS 14.0,

Chicago, IL, USA)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시행하였

다. 연령(10-12세) 증가와 성별에 따른 유병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으며, 교합 상태(occlusal status)와

측두하악장애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

하였다.

결 과

1. 간이 설문조사 (Table 3, 4)

측두하악장애의 증상 중 두통의 유병율은 가장

높은 34.6% 이었으며, 악관절 잡음(25.6%), 개구

시 동통(14%), 저작시 동통(13.8%), 개구제한

(restriction, 3.2%) 순이었다. 두통의 유병율은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40.4%)가 남

자(28.8%)보다 유병율이 높았다. 다른 측두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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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증상은 연령 증가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간이 임상검사

1) 측두하악장애의 징후 (Signs of TMJ dysfunction)

(Table 5, 6)

악관절 잡음의 유병율은 단순관절음과 염발음

에서 각각 32.9%, 0.9%를 보였다. 단순관절음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율의 증가를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악관절 촉진

시 압통을 느낀 경우는 전체23.3% 로, 이중 측방

이 18.1%, 후방은 5.2% 이었다. 악관절 촉진시 측

방 압통에서만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근육 촉진시 압통은 교근에서 가장 높은

유병율(15.1%)을 보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

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측두근

및 후측두근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구제한의 유병율은 30.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성 있는 증

가를 보였다. 측두하악장애의 모든 징후는 성별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교합상태 (occlusal status) (Table 7, 8)

Angle분류에 의한 부정교합의 유병율은 I급

Symptoms
Boys Girls Total

p value
N % N % N %

Headache 67 28.8 94 40.5 161 34.6 0.008**

Opening pain 32 13.7 33 14.2 65 14 0.879

Chewing pain 28 12 36 15.5 64 13.8 0.273

Restriction 7 3 8 3.4 15 3.2 0.786

Sound 57 24.5 62 26.7 119 25.6 0.576

** p < 0.01

Table 4. Distribution of symptoms of TMJ dysfunction by sex

(73.3 %)이 가장 흔하였으며, 다음으로 III급

(12.9%), II급 1류 (11%), II급 2류 (2.8%) 순을 보

였다. 그 외 부정교합 양상에서 반대교합과 개방

교합은 각각 13.8%와 13.1%로 나타났고, 과개교

합은 22.6%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교합면 마모

의 유병율은 12.9%로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교합상태

는 성별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3) 측두하악장애 증상 및 징후와 교합상태 간의

상관관계 (Table 9)

측두하악장애 증상 및 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교합요인을 알아본 결과, II급 1류 부정교합과III

급 부정교합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p<0.05), 우도

비 (odds ratio)는 각각 1.995, 1.837 이었다.

총괄 및 고안

구강안면 동통 및 측두하악장애를 가진 환자

에 대한 표준화된 포괄적 평가를 위해 크게 간이

평가, 포괄적 병력조사, 포괄적 신체검사, 영상화

검사, 행동 및 사회심리적 평가, 기타 추가검사

를 시행하게 된다. 이 표준화된 포괄적 평가 방

법 중 간이평가는 설문지조사를 포함한 간이병

력조사와 간이임상검사로 구성되어 하악운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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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s of TMJ dysfunction

Age in years

p value10 11 12 Total

N % N % N % N %

TMJ sound

Clicking 32 20.3 45 28.8 76 50.3 153 32.9 0.000***

Crepitus 2 1.3 1 0.6 1 0.7 4 0.9 0.794

TMJ tenderness

Lateral 13 8.2 32 20.5 39 25.8 84 18.1 0.000***

Posterior 5 3.2 11 7.1 8 5.3 24 5.2 0.297

TMJ pain 1 0.6 1 0.6 3 2 5 1.1 0.418

Muscle tenderness

Masseter 12 7.6 25 16 33 21.9 70 15.1 0.002**

Anterior temporalis 5 3.2 2 1.3 3 2 10 2.2 0.509

Posterior temporalis 5 3.2 3 1.9 4 2.6 12 2.6 0.785

Jaw movement

Restriction of mandibular mobility 26 16.5 67 42.9 48 31.8 141 30.3 0.000***

** p < 0.01, *** p < 0.001

Table 5. Distribution of signs of TMJ dysfunction by age

Signs of TMJ dysfunction
Boys Girls Total

p value
N % N % N %

TMJ sound

Clicking 67 28.8 86 37.1 153 32.9 0.056

Crepitus 2 0.9 2 0.9 4 0.9 0.997

TMJ tenderness

Lateral 43 18.5 41 17.7 84 18.1 0.826

Posterior 14 6 10 4.3 24 5.2 0.408

TMJ pain 2 0.9 3 1.3 5 1.1 0.649

Muscle tenderness

Masseter 32 13.7 38 16.4 70 15.1 0.425

Anterior temporalis 4 1.7 6 2.6 10 2.2 0.518

Posterior temporalis 7 3 5 2.2 12 2.6 0.564

Jaw movement

Restriction of mandibular mobility 66 28.3 75 32.3 141 30.3 0.348

* p < 0.05

Table 6. Distribution of signs of TMJ dysfunction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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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lusal status

Age in years

p value10 11 12 Total

N % N % N % N %

Angle classification

Class I 130 82.3 109 69.9 102 67.5 341 73.3 0.007**

Class II division 1 15 9.5 15 9.6 21 13.9 51 11 0.372

Class II division 2 4 2.5 6 3.8 3 2 13 2.8 0.595

Class III 9 5.7 26 16.7 25 16.6 60 12.9 0.004**

Crossbite 20 12.7 27 17.3 17 11.3 64 13.8 0.271

Scissors bite 2 1.3 3 1.9 5 3.3 10 2.2 0.451

Openbite 20 12.7 21 13.5 20 13.2 61 13.1 0.976

Deepbite 40 25.3 38 24.4 27 17.9 105 22.6 0.239

Lack of tooth number 24 15.2 23 14.7 9 6 56 12 0.020*

Occlusal interference 16 10.1 25 16 14 9.3 55 11.8 0.134

Attrition 9 5.7 28 17.9 23 15.2 60 12.9 0.003**

** p < 0.01

Table 7. Distribution of occlusal status by age

Occlusal status
Boys Girls Total

p value
N % N % N %

Angle classification

Class I 171 73.4 170 73.3 341 73.3 0.978

Class II division 1 23 9.9 28 12.1 51 11 0.448

Class II division 2 11 4.7 2 0.9 13 2.8 0.012*

Class III 28 12 32 13.8 60 12.9 0.568

Crossbite 27 11.6 37 15.9 64 13.8 0.172

Scissors bite 4 1.7 6 2.6 10 2.2 0.518

Openbite 26 11.2 35 15.1 61 13.1 0.210

Deepbite 61 26.2 44 19 105 22.6 0.063

Lack of tooth number 35 15 21 9.1 56 12 0.051

Occlusal interference 24 10.3 31 13.4 55 11.8 0.307

Attrition 30 12.9 30 12.9 60 12.9 0.986

* p < 0.05

Table 8. Distribution of occlusal status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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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OR
95% Cl

P value
Lower Upper

Class II division 1 1.995 1.091 3.648 0.025*

Class II division 2 2.512 0.770 8.195 0.127

Class III 1.837 1.002 3.370 0.049*

Crossbite 1.170 0.653 2.096 0.598

Scissors bite 0.798 0.451 1.410 0.437

Openbite 0.572 0.151 2.161 0.410

Deepbite 0.986 0.622 1.565 0.953

Lack of tooth number 0.789 0.440 1.416 0.427

Occlusal interference 1.036 0.566 1.897 0.909

Attrition 1.026 0.582 1.809 0.929

OR, odds ratio and CI, confidence interval, R
2
=0.034.

Table 9. Results of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OR and 95% CI for the

Dependent Variable TMD symptoms

and signs in dependence on occlusal

status

한, 악관절 잡음, 저작근 압통, 구강안면 동통 등

측두하악 장애의 징후 및 증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20
설문지 방법은 조사대상이 질문

자의 편견이나 의도가 배제된 상황에서 설문지

의 내용을 조용히 숙지한 후 답할 수 있으며, 면

접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검사비용이 절감된다

는 장점이 있다.
20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의한 간이병력조사를

시행하되, 사전에 10, 11,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측두하악장애 증상에 대한 이해도를 검사하여

문제를 읽고 답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혹시 답안지 작성 중 이해가 어려운 부

분은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측두하악 장애

의 증상 중 개구 또는 저작시 악관절 부위의 동

통, 악관절 잡음, 개구제한의 병력은 각각 전체

조사대상자의 27.8%, 25.6%, 3.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Mohlin
21
의

설문조사결과는 각각 7.1%, 2.7%, 2.4%를, 이스

라엘 아동을 대상으로 한Gazit7의 조사결과는

33%, 35%, 1.6%를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분포

를 보이는 것은 문화적, 환경적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한국 아

동의 인종적 특징을 대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

다. 두통의 전체 유병율은 34.6%를 보였으며,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유병율이 높았다. 성별간 차이는 Thilander 등
11
의

보고와 유사하였으나 유병율에서는 상당한 차이

를 보였다.

측두하악장애의 징후와 연관해, 조사 대상자

에서 단순관절음의 유병율은32.9%를 차지하였

으며, 이는 비슷한 연령을 대상으로 Nilner와

Lassing
6

(13%), Gazit 등
7

(28%), Yuh 등
9

(9.0%)의

연구에 비해 높게, Roberts 등
22

(38%)의 연구보다

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 증가에 따라 단순

관절음의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이

는 Egermark-Eriksson 등
4
, Nilner 과Lassing

6
,

Stockstill 등23의 연구와 일치하는 점을 보였다.

이처럼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관절음의 정의, 청진기 혹은 촉진에 의한 관절음

측정 방법의 차이, 검사자간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악관절 잡음의 유무는

관절원판의 위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

나, 관절음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관절원판의 위

치가 정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Westesson 등
24
에 의하면 증상이 없는 측두

하악 관절의 15%에서 관절조영술을 통해 관절

원판의 변위를 관찰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으

며, 또한 Ribeiro 등
25
은 6-25세를 대상으로 한 측

두하악 관절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에서 측두하악 장애 증상이 없는 군의

34%에서 관절원판 변위가 관찰되었음을 보고하

였다.

악관절 촉진시 압통을 느낀 경우는 전체

23.3% 로, 이중 측방이 18.1%, 후방은 5.2% 이었

다. 악관절 촉진시 측방 압통에서만 연령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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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단순관절음 및 염발

음, 악관절 압통 등은 남녀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교근 촉진시 압통은 전체적으로

15.1%로 나타났으며, 이전의 Alamoudi 등
26

(4.2%), Riolo 등12 (17%), Egermark-Eriksson 등4

(33%), Yuh 등
9

(40.4%)의 보고와는 심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역시 검사자마다 압통에 대한 다른

정의나 저작근에 대한 촉진법의 차이, 피검자 특

히 아동의 동통에 대한 인지도 및 역치 차이, 성

인보다 작은 악관절의 크기로 인한 검사자의 손

의 크기에 대한 민감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4,27
교근 촉진시 압통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으나, 전측

두근 및 후측두근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교근

및 측두근의 유병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구제한의 유병율은 30.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

이에 대해 Lieberman 등28 은 약 15%를, Nydell 등
29
은 여러 문헌리뷰에서 각각 2-30% 로 다양하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개구제

한의 유병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합검사와 연관해, I급 부정교합의 유병율

(73.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III급

(12.9%), II급 1류 (11%) 순을 보였다(Table 7, 8).

이는 7-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Yuh 등
9
의

부정교합별 비율과 차이를 보이나, 이의 순서는

유사하였다. Steigman 등30은 서구인에서 III급 부

정교합에 비해 II급 부정교합의 빈도가 훨씬 높

음을 보고하였다. Corruccini 등
31
과 Solberg 등

32

은 부정교합양상은 인종적 차이를 보여 II급 2류

가 백인계 미국인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III급

부정교합은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아프리카

계 미국인에서 높은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 각

각의 교합상태는 성별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

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 증상 및 징후와 관

련이 있는 교합요인으로는 II급 1류와 III급 부정

교합이었다(p<0.05)(Table 9). 이는 교합요인 중 II

급 대구치관계, 전치부 개방교합, 편측 구치부

반대교합, 전치부 반대교합, 하악골의 기능적 변

위 등과 측두하악장애 증상 및 징후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문헌12-15 들과 유사하였으나

Egermark 등
33

, Luther 등
34
은 관련성이 없음을 보

고하였다. 이처럼 성장기 아동에서 측두하악장

애 발현에 대한 부정교합의 역할은 아직까지 논

쟁 중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장기 아동의 측두하악장

애 증상 및 징후의 높은 유병율과 일부 부정교합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측두하악장애 징후

들이 연령별로 증가되는 소견을 볼 수 있었다. 통

상적으로 피검자의 연령적 시기에는 구강악안면

계의 발달과 형태-기능관계의 발육이 이루어지

며, 교합에 있어서는 혼합치열기에서 영구치열기

로 전환되는 동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정확한 악

골 관계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보다

적절한 교합유도를 해주는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장

기 아동의 측두하악장애의 진단을 위한 보조적인

진단 자료수집과 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성인

과는 차별화된 진단 및 치료방법의 원칙들이 정

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 피검자

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종적 연구

(longitudinal study)가 추후 추가적인 연구로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만 10-12세 초등학교 아동 465명을 대상으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 및 징후, 교합상태에

대한 간이병력조사와 간이임상검사를 통해 측

두하악장애의 증상 및 징후, 교합상태에 대해 조

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측두하악장애 증상 중 두통의 유병율(34.6%)

이 가장 높았으며, 악관절 잡음(25.6%), 개구

시 동통(14%), 저작시 동통(13.8%), 개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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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3.2%) 순이었다. 두통의 유병율은

여자(40.4%)가 남자(28.8%)보다 높았으며 유

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2. 측두하악장애 징후 중 단순관절음의 유병율

(32.9%)이 가장 높았으며, 악관절 촉진시 측

방 압통의 유병율은 18.1%, 근육 촉진시 교근

의 압통의 유병율은 15.1%을 보였다. 이 징후

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개구제한의 유병율은 30.3%를 차

지하였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 모든 측두하악장애 징후의 유

병율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3. Angle 분류에 의한 부정교합의 유병율은 I급

(73.3 %), III급 (12.9%), II급 1류(11%), II급 2

류 (2.8%) 순을 보였다. 각각의 교합상태의 비

율은 성별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

다.

4. 측두하악장애 증상 및 징후에 관련된 교합요

인은 II급 1류와 III급 부정교합이었다

(p<0.05).

본 연구결과 성장기 아동에서 측두하악장애

증상 및 징후의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 성장기

아동의 측두하악관절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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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of Temporomandibular Joint Dysfunction and

Malocclusion in 10–12 year Old Children

Nam-Ki Lee, D.D.S., M.S.D., Dong-Soon Choi, D.D.S., M.S.D.,

Hye-Mi Lee, D.D.S., M.S.D., Bong-Kuen Cha, DDS, MSD, Dr. med. Dent

Department of Orthodontics and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College of Dentistry,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revalence of symptoms and signs of temporomandibular joint dysfunction

(TMD) and malocclusion in 10–12 year old children and to determine if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symptoms and signs

of TMD and malocclusion.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465 school children (233 boys and 232 girls). Each subject

was evaluated with simplified questionnaire and clinical examination to measure symptoms and signs of TMD and

malocclusion. The results showed an elevated prevalence of headache (34.6%), which were more frequent in girls than boys.

The most common cardinal sign of TMD was clicking (32.9%), which increased with age. TMJ lateral tenderness was

present in 18.1% of the subjects and had a tendency to increase with age. Masseter muscle tenderness was found to be

sensitive in 15.1%of the subjects and had a tendency to increase with age. Restriction of mandibular mobilitywas present

in 30.3% of the subjects and had a tendency to increase with ag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TMD signs between sex. The occlusal status showed Class I malocclusion in 73.3%, Class III in 12.9%,Class II division

1 in 11%, Class II division 2 in 2.8%.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locclusion traits between sex.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MD signs and symptoms and class II division 1 and Class III

malocclusion(p<0.05).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evalence of TMD symptoms and signs in children is high, and the

evaluation of TMD in children seems to b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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