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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익돌근의 수평적 형태와 측두하악관절장애 간의 상관성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정재광․권춘익․변진석․최재갑

이 연구의 목적은 측두하악관절장애와 외측 익돌근의 수평적 형태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대에서

50대까지 연령군별로 각 남녀 15명씩 임의로 선정한 총 150명의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서 자기공명영상의 수평면 및 시

상면상에서 나타난 외측 익돌근 및 측두하악관절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해부학적 특성은 외측 익돌근의 최대

폭경, 수평 부착각도, 관절원판의 위치, 과두의 변형여부, 관절 삼출액 여부 등이며, 또한 전이부의 통증여부, 과두 주변의

압통 유무와 같은 임상적 소견이 포함되었다.

이들 해부학적 특성 및 임상적 소견의 상호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를 가진 경우 외측 익돌근의

부착각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이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폭경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연

령이 낮을수록 부착각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성에서 최대 폭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외측 익돌근

수평 부착각도가 관절원판 변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전이부의 통증이 최대 폭경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적으로 외측 익돌근의 높은 수평 부착각도가 관절원판 변위 발생의 중요한 해부학적 기여요인이 될 수 있으며, 측두하악관

절의 통증은 외측 익돌근의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측두하악관절장애, 외측 익돌근, 자기공명영상, 형태적 특성

1)Ⅰ. 서 론

측두하악관절장애는 집합적인 용어로서 측두하악

관절에 발생하는 구조적 이상과 그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으로 구성되는 질환들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관

절원판의 위치 이상은 관절잡음과 관절통, 개구제한

과 같은 기능적 장애를 야기한다. 이러한 관절원판의

위치 이상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관절원판이

하악과두와 측두골의 관절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위

치하지 못하고 전방으로 밀려나 있는 관절원판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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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

변위이다. 이러한 관절원판 전방변위의 발생 원인으

로 구조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이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다. 구조적 특성으로는 관절원판의 위치를 결정하

는 요소 즉, 관절원판과 원판인대 그리고 외측 익돌근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 중 관절원판이 안정성을 유

지하는데 있어 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을 때 관절원판

이 보다 쉽게 변위될 수 있다. 특히 관절원판의 변위

방향이 관절원판에 부착된 외측 익돌근의 주행방향

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

과 임상가들이 관절원판 전방변위의 발생과 외측 익

돌근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관절원판 전방변위에 대한 외측 익돌근의 작용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으로는 근압

통과 같은 단순한 임상적인 검사를 비롯하여 근전도

검사와 같은 근육생리학적인 검사,
1)

부착양태와 같은

해부학적인 검사, 진단영상에서의 신호강도의 측정
2)

등이 있었다. 하지만 관절원판 변위의 임상적인 특성

을 바탕으로 가져왔던 일반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들의 결과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유의한 상

관성이 없는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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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한편 관절원판의 변위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

한 자기공명영상의 수평면상에서 외측 익돌근의 부

착이 하악과두의 장축과 수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

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수평 최대 폭경 또한 다양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두 가지 해부학적인

특성과 측두하악관절 원판의 전방 변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외측 익돌근의

수평적인 부착각도와 폭경과 임상적인 증상 및 진단

영상학적 상태 간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외

측 익돌근의 수평적인 특징과 관절원판장애의 발생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수평적인 외측 익돌근의 해부학적인 특징과 측두

하악관절장애 발생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

북대학교 병원 구강내과에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주소로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내원하여 자

기공명영상을 촬영한 환자들 중에서 실험군을 선발

하였다. 이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제외기준에 해당하

는 자들을 제외하였다: 1) 전신적인 근육 및 골격 질

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저작근 및 악관절에서 감

염이 있는 경우, 3) 영상의 상태가 불량하여 계측할

수 없는 경우, 4) 관절유착이 있는 경우, 5) 과두에서

의 골절과 같은 심한 거대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그 후 무작위로 10대 30명, 20대 30명, 30대 30명, 40

대 30명, 50대 30명씩 남녀 동수로 선발하여 실험군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선발된 150명의 연령분포는

Age distribution (years)

10-19 20-29 30-39 40-49 50-59

Age mean

(± SD)

15.63

(± 1.61)

24.73

(± 2.61)

34.53

(± 2.71)

44.4

(± 2.43)

54.1

(± 2.48)

Disc position

(number

of joints)

normal 22 30 28 25 32

ADDwR 11 13 21 15 10

ADDwoR 26 17 11 20 18

ADDwR; 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ADDwoR; 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age and disc position.

15.6세에서 54.1세였다 (평균 34.68세 ± 13.91). 한편,

연령군별 나이의 분포는 Table 1과 같았다.

2. 자기공명영상 분석 및 임상검사

실험군에서 조사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

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외측 익돌근의 수평적인 특

징 - 근육의 수평 부착각도, 최대 폭경, 2) 진단 영상

학적 상태 - 관절원판의 위치적인 상태, 삼출액, 과두

의 변형, 3) 임상적인 증상 - 일상 생활에서의 전이부

의 통증, 압통. 한편 외측 익돌근의 수평적인 특징은

자기공명 영상검사의 수평면상에서 분석되었다. 자기

공명영상 검사는 1.5 Tesla의 자기 공명영상기기

(Signa Excite
Ⓡ
, General Electric, Milwaukee, WI,

USA)를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이 때 악관절용 직

경 7.62cm의 원형 표면 코일이 이용되었다. 검사를

위해 환자는 앙와위 상태로 위치되었으며 가볍게 폐

구한 상태에서 악관절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수평

면의 영상이 (TR40 / TE2, FoV 24x24 cm, Matrix

256x128) 5 mm의 두께로 먼저 촬영된 후 시상면 PD

강조영상 (TR1500 / TE28, FoV 12×12 cm, Matrix

320×224) 및 T2 강조영상 (TR 400 / TE15, FoV

12×12cm, Matrix 320×192)이 약 3 mm 두께로 촬영

되었다. 개구 상태에서도 스핀에코 시상면 PD 강조영

상 및 T2 강조영상이 약 3 mm 두께로 촬영되었다.

외측 익돌근의 수평적인 특징 중에서 수평 부착각도

는 외측 익돌근의 주행방향과 과두 장축이 이루는 예

각을 측정하여 결정되었다(Fig. 1). 그 후 최대 폭경은

외측 익돌근의 주행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은

후 폭경을 측정하였으며 측정치 중에서 최대를 최대

수평 폭경으로 결정하였다(Fig. 1). 진단 영상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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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rphometric analysis for lateral pterygoid

muscle. Dotted arrow indicates the axis of

condyle head. Arrow denotes the running

direction of lateral pterygoid muscle. Arrow

to bar indicates the maximal width of lateral

pterygoid muscle.

Number of joints
Horizontal insertion angle

(degree)
P value

Disc position

normal 137 66.96 ± 10.02**

0.009ADDwR 70 68.65 ± 9.33

ADDwoR 93 71.05 ± 9.75**

Joint effusion

present 77 67.94 ± 8.58
0.442

absent 223 68.86 ± 10.33

DJD

present 106 70.38 ± 10.30
0.026

absent 194 67.66 ± 9.58

DJD; degenerative joint disease

Table 2. Comparison of the horizontal insertion angle of lateral pterygoid muscle to the condyle according to

disc position, joint effusion, and degenerative change.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공명영상검사의 시상면

상 중에서 프로톤 밀도 강조 영상(proton density

weighted image)을 검사하였다. 자기공명영상을 바

탕으로 관절원판의 위치는 정상, 정복성 관절원판 변

위,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로 분류되었다(Table 1).

또한 자기공명영상에서 퇴행성 관절변화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과두의 퇴행성 관절변화에는 과두의 평

탄화, 연골하골의 경화, 표면의 불규칙화, 침식, 골증

식체(osteophyte)가 관찰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외

측 익돌근의 수평적인 특징과 진단 영상학적인 진단

은 1명의 숙련된 구강내과 의사에 의해 모두 시행되

었으며 임상적인 결과에 대하여 맹검된 상태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임상적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이부 통증의 여부와 측두하악관절에서의 촉진 시

의 압통유무를 조사하였다. 측두하악관절의 촉진은

측두하악관절의 외측극을 중심으로 과두의 전후상하

부위를 촉진하여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관절원판의 위치 및 연령에 따른 외측 익돌근의 수

평 부착각도와 최대 폭경 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사후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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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삼출액, 과두

변형 유무에 따른 외측 익돌근의 수평 부착 각도와

최대 폭경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two sample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전이부의 통증, 측두하악

관절의 압통 유무, 성별에 따른 수평 부착 각도와 최

대 폭경의 평균값의 차이는 two sample t-test를 이

용하여 평가되었다. 조사된 수평 부착 각도와 최대 폭

경은 평균 ± 표준편차로 기록되었으며 유의성 여부는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모든 통계

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PASW
Ⓡ
Statistics 18(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Ⅲ. 결 과

관절원판의 위치 및 삼출액, 과두 변형 유무에 따른

외측 익돌근의 수평 부착 각도와 최대 폭경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관절원판의 위치에 따른 부착 각도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정상에 비해 비정복성 관

절원판 변위에서 부착각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하지만 삼출액 및 과두 변형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3).

전이부의 통증, 측두하악관절의 압통 유무에 따른

외측 익돌근의 수평 부착 각도 및 최대 폭경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전이부의 통증과 외측 익돌근의 최대

폭경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통증이 존재하는

경우 최대 폭경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부 통

Number of joints Max width (mm) P value

Disc position

normal 137 13.71 ± 1.61

0.278ADDwR 70 14.10 ± 1.83

ADDwoR 93 13.88 ± 1.71

Joint effusion

present 77 13.92 ± 1.54
0.664

absent 223 13.83 ± 1.75

DJD

present 106 13.95 ± 1.70
0.472

absent 194 13.80 ± 1.69

Table 3. Comparison of the maximal horizontal width of lateral pterygoid muscle according to disc position, joint

effusion, and degenerative change.

증과 측두하악관절의 압통 유무에 따라 수평 부착 각

도와 최대 폭경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5).

한편 연령과 성별에 따른 외측 익돌근의 부착 각도

와 폭경을 조사하였을 때, 연령과 성별에 따라 외측

익돌근의 부착 각도와 폭경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able 6, 7).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나

이가 어릴수록 부착 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10대의 경우에서도 30대, 40대, 50대와의 비교 시

에 유의성 있게 부착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20대의 경우에서도 30대, 50대와 비교 시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Fig. 2). 한편 성별에 따라

서는 최대 폭경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The insertion angle of lateral pterygoid muscle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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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joints Insertion angle (degree) P value

Pain

present 176 68.05 ± 9.42
0.239

absent 124 69.44 ± 10.54

Tenderness

present 88 66.95 ± 14.02
0.054

absent 212 69.32 ± 10.03

Table 4. Comparison of the horizontal insertion angle of lateral pterygoid muscle to the condyle according to

joint pain and tenderness.

Number of joints Max width (mm) P value

Pain

present 176 14.04 ± 1.75
0.021

absent 124 13.59 ± 1.59

Tenderness

present 88 14.02 ± 1.75
0.294

absent 212 13.78 ± 1.67

Table 5. Comparison of the maximal horizontal width of lateral pterygoid muscle according to joint pain and

tenderness.

Age distribution (years)

10-19 20-29 30-39 40-49 50-59

Insertion angle

(degree)
75.65 ± 9.77 70.64 ± 9.37 64.81 ± 9.53 66.95 ± 7.84 65.06 ± 8.77

Maximal width

(mm)
14.16 ± 1.68 13.82 ± 1.71 13.79 ± 1.89 13.47 ± 1.48 14.03 ± 1.66

Table 6. The insertion angle and maximal width of lateral pterygoid muscle by age group.

Gender

Male Female

Insertion angle (degree) 67.80 ± 9.41 69.44 ± 10.35

Maximal width (mm)** 14.49 ± 1.63 13.21 ± 1.51

** P value <0.001

Table 7. The insertion angle and maximal width of lateral pterygoid muscle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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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 론

측두하악관절에서의 원판장애는 측두하악관절장애

의 한 종류로 관절원판의 위치 및 형태의 이상과 관

련된 질환이다. 원판장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

되는 것은 관절원판의 전방변위이다. 이 전부터 관절

원판 전방변위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외측 익돌근

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3,4)

이는

관절원판에 부착된 해부학적인 구조물 중에서 외측

익돌근이 관절원판에 대해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외

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관절원판의 변위 방향이 외측 익돌근의 주행

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측 익돌근이

관절원판 변위의 시작과 진행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

을 바탕으로 원판변위 발생과 외측 익돌근 간의 상관

성을 다음과 같이 유추하였다. 즉, 외측 익돌근의 상

두가 관절원판의 전방 부위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근

육의 과도한 수축이 지속될 때 관절원판을 전방으로

당기는 견인력이 발생하여 결국 원판인대의 신장과

관절원판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마침내 관절원판

이 전방으로 변위된다고 유추되었다.
5)

따라서 외측

익돌근의 특성 및 그것의 원판장애 발생 간의 상관성

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들 중에는

근전도를 이용한 외측 익돌근의 과도한 근긴장과 관

련된 연구를 비롯하여,
1)

임상적인 검사결과를 바탕으

로 한 연구와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영상학적인 검

사들이 실시되었다. 그 외에도 외측 익돌근의 해부학

적 구조와
6,7)

신호강도,
2)

진단 영상학적 이상유무
8)
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들이 외측 익돌근과 측두하악관절의 원판 장애의 발

생 간에 다소의 지견들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측 익돌근의 특성과 원판장애 발생 간의

관련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한편 측두하악관절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있어서

관절원판과 과두에 부착된 외측 익돌근의 수평 폭경

과 부착 각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이러한 특성은 관절

원판에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외측

익돌근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면 폭경이 증가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근수축력도 증가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하악 과두의 내외측극을 연결한 과두 장축과 외

측 익돌근 주행 방향 간의 각도는 외측 익돌근의 수

축 시 관절원판에 가하지는 견인력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관절원판 인대가 원

판의 측방에 부착되어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외측 익

돌근의 부착 각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근의 근활성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관절원판의 이상에 따른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은

중추성 흥분효과를 야기하며, 그 결과 주변 근육에서

비정상적인 근활성화를 야기하여 보호성 상호수축이

나 심한 경우 근경련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
5)

과도한 근활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별 근섬유의 비대를 야기하고 결과

적으로 해당 근육의 폭경을 증가시킨다.9) 이러한 근

육 폭경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근수축력의 증가를 가

져오게 된다.
10-13)

따라서 악관절의 통증이 있는 경우,

악관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외측 익돌근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

자기공명영상에서 외측

익돌근의 신호 강도를 분석한 Finden SG 등에 의하

면 관절원판변위가 존재할 때 외측 익돌근에서 증가

된 신호 강도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근육 활성화에 따

른 근육내 혈액량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제안하였다.
2)

즉, 관절의 상태와 외측 익돌근의 변화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Grünheid T 등에 의하면 기능적

인 요구에 따라 턱근육들이 다양한 적응의 양태를 가

지고 있음을 기술하였다.9) 특히, 반복적인 등척성 수

축과 이완은 근육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근

육의 수축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11)

따라서 중추성 흥분효과에 의해 외측 익돌근이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전이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

는 환자에서 외측 익돌근의 근폭경 증가가 관찰되었

는데 외측 익돌근의 활성증가에 의해서 근육의 수평

최대 폭경의 증가가 초래된 것으로 여져진다. 따라서

전이부의 심부 통증에 의해 야기된 중추성 흥분효과

가 측두하악관절 주변의 근육, 특히 외측 익돌근의 활

성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근육통의

존재와 근육의 변화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험적으

로 근육통을 직접 야기하였을 때 수의적 근활성의 빈

도와 강도를 최소화함으로서 통증을 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9,14) 또한 일부 연구에서 인

위적인 근통을 야기하였을 때 휴식 시 근전도 상의

활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근

전도의 활성은 단지 통증 유발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뿐만 아니라 통증이 여

전히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근활성도는 급격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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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통증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고 보고되

었다.
16)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외측 익돌근의 폭경 변

화와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의 연구에 적용되

어진 통증은 화학물질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발되었

고 그 작용 시간 또한 수시간 이내의 짧은 급성 통증

이었다. 그러므로 이전 실험들에서 사용된 통증은 중

추성 흥분효과를 야기하는 심부 만성 통증과는 그 양

상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근육 반응의 차이는 가해진 통증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관절에서 외측 익돌근

의 폭경 증가가 보호적인 역할과 관련이 있을 수 있

다. 악관절의 통증은 관절 내압이 증가될 때 증가되

며, 관절 내압의 증가는 최대교두감합위에서 증가된

다. 외측 익돌근은 관절원판 뿐만 아니라 하악과두에

도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악의 위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일정한 근수축

력을 유지함으로 휴식기 동안에 치간 공극을 결정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측 익돌근의 폭

경 증가는 측두하악관절의 통증이 있는 경우, 하악의

휴식기 치간 공극을 증가시켜서 측두하악관절의 통

증을 줄이고자 하는 일종의 보호 작용일 수 있다. 한

편 하악 기능시 외측 익돌근 상두의 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17) 과거에는 외측 익돌근의 상두

가 강한 이악물기와 같은 폐구시에 주로 수축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측 익돌근 상두가

하두와 함께 개구시에 수축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폐

구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악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7,18)

따라서 하악의 개구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 외측 익돌근의 상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외측 익돌근의 압

통 유무와 관련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구

강 내로 외측 익돌근을 정확히 촉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양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측두하악관절에서의 압통 유무와 최대 폭경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는데 이는 압통이 만성

보다는 조직의 급성 염증상태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

이라 생각된다. 이에 반해 만성 통증은 조직의 염증

상태와 같은 병적인 소견이 거의 사라짐에도 지속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급성 염증상태에

기인하는 급성 통증이 아니라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통증이 근육의 근활성도의 지속적인 증가를 야기하

고 이러한 근활성도의 증가는 근폭경의 증가를 야기

한다고 생각된다.

관절원판의 변위에 관하여 이전의 많은 문헌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있음을 지적하였

다.19,20) 제시된 원인들은 크게 구조적인 원인과 행

동․습관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구조

적인 원인은 교합 특성을 비롯하여 관절을 구성하는

해부학적인 구성 요소들의 형태적, 생리적 특성을 포

함한다. 한편 원판인대는 관절원판을 과두의 내외측

극 부위에 부착시키며 이러한 부착은 관절원판의 변

위를 막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인 요소이다.

이에 반해 외측 익돌근은 수축에 의해 관절원판을 탈

락시키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근수축에 의해 발

생된 관절원판 견인력의 최종적인 작용은 동일한 해

부학적인 조건 하에서는 가해진 견인력의 크기, 빈도,

그리고 각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원판인대의 부

착 방향을 감안하였을 때 외측 익돌근의 수평 주행

각도와 과두의 장축이 이루는 각도의 차이는 관절원

판에 가해지는 최종적인 견인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Fig. 3). 예를 들어 원

판인대가 하악과두의 장축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으

므로 장축방향으로 가해지는 견인력 하에서는 관절

원판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데 반해(Fig. 3a),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견인력 하에서는 원판의 이동을

보다 쉽게 허용하게 된다(Fig. 3b). 이번 연구에서 흥

미롭게도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를 가진 측두하악

관절에서 관절원판의 위치가 정상인 측두하악관절에

비해 외측 익돌근의 부착 각도가 더 컸다. 부착 각도

가 보다 큰 경우 외측 익돌근은 하악 과두 장축에 보

다 수직적으로 부착됨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부착 각

Fig. 3. Schematic diagram on tractive force

according to horizontal width and direction

of lateral pterygoid muscle. Arrows indicates

the tractive force on articular disc. Line

from dot to dot indicates the axis of

condylar head. Dotted line indicates the

direction of lateral pterygoid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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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진 경우 관절원판의 더 많은 이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 결과, 관절원판의 변위가 보다 용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외측 익돌근의 수평 부착각도의 차이

가 관절원판 변위의 시작에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음

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에서와 같이 해부학적인 분석 시에 고려

하여야 하는 요소는 피험자의 나이와 성별이다. 다른

신체부위와 유사하게 연령과 성별에 따른 측두하악

관절 및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전의 연구자들은 턱근육들의

두께가 노화에 따라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보고하였

다.
21-23)

이러한 두께의 감소는 근섬유들의 단면적 감

소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24,25)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특정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연령별 그리고 성별에서 환자 수가 균등하

도록 실험군을 구성하였다.

안면 근육의 두께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측두

근과 교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2,23,26,27)

그에 반해

성별 및 증령에 따른 외측 익돌근의 두께 변화에 대

해서는 보고된 연구가 거의 없다. 이번 자기공명영상

을 이용한 외측 익돌근의 형태계측학적인 분석에서,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부착 각도가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10대에서는 30대, 40대, 50대와 비교 시

에 유의성 있게 부착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20대에서도 30대, 50대와 비교 시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외측 익돌근의 부착 각도

가 연령에 따라 감소하며 30대 이후에는 비교적인 안

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Fig. 2). 앞서 보고

한 부착 각도와 관절원판변위 간의 상관성을 종합해

보면 외측 익돌근의 부착 각도가 주로 10대 및 20대

에서 높았는데 이 점은 흥미롭게도 관절원판변위와

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8,29) 나이에

따른 근육의 부착 각도의 변화 기전에 관해서는 근육

을 골에 부착시키는 건이 골막의 성장에 의해 부착

지점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골의 침착이나 흡수 등과

같은 골의 재형성에 의해 부착 지점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한편 이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외측 익돌근의 최대

폭경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보고된 측두근과 교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Kiliaridis S 등은 교근이 나이가 들수록 두께가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27)
Palinkas M 등은 교근과 측

두근이 어린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두께가 증가하

다가 60세 이상의 노년기가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23)

하지만 외측 익돌근의 체적에서 연령에

의한 변화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

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최대 폭경에 있어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측두근

과 교근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면근육의 두께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 저작근들의 두께가 남성이 여성에 비

해 보다 두꺼운 것은 보고된 바 있다.
22,26)

그리고 이러

한 두께의 차이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외측 익돌근의 최대 폭경에서

도 전신적인 성호르몬의 영향에 의해 이전의 보고와

유사한 성별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3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외측 익돌근

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향후 측두하악장애 및

안면성장과 관련된 연구에 큰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의 외측 익돌근

의 형태 계측이 악안면 영역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통증에 의해 영향을 받

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삼차원 자기공명

영상에 의한 평가가 이루지지 않음으로 인해 외측 익

돌근 상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

으며 이러한 문제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두의 수평면상 중에서 가능한 과두가

크고 명확한 상에서 수평각과 폭경을 측정하였고 이

러한 위치는 외측 익돌근의 수직적인 위치 중 상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부학적인 위치를 감

안하였을 때 외측 익돌근 상두의 수직적 부착 위치와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31,32) 하지만 향후,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삼차원 자기공

명영상을 이용한 관절원판 그리고 원판인대의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외측 익돌근의 형태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외측 익돌근의 수평 부착 각도의 증가가

관절원판변위 발생의 중요한 해부학적 기여 요인이

며, 역으로 외측 익돌근의 근활성도는 전이부의 통증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관절원판장애의 진행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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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and Horizontal Morphology of

Lateral Pterygoid Muscle

Jae-Kwang Jung, D.D.S.,M.S.D., Choonik Kwon, D.D.S.,

Jin-Seok Byun, D.D.S.,M.S.D.,Ph.D., Jae-Kap Choi,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rizontal morphology of lateral pterygoid muscle

and onset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Randomly selected 150 subjects, assigned with equal number in terms

of gender and age group, were included. The axial and sagittal images in their magnetic resonance image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s were used to measure the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lateral pterygoid muscles and

temporomandibular joints. The measurement variables were maximal horizontal width and insertion angle to the condyle,

position of the articular disc, condylar deformity, and joint effusion. In addition, presence or absenc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pain was examined through history and palpation of the joints.

The relationships among measurement variable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 The insertion angle of

the lateral pterygoid muscle to the condyle was higher in the joint of 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than

that in the joint of normal disc position. In addition, the maximal horizontal width of the lateral pterygoid muscl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joints with pain than those without pain. Also, the insertion angl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younger age group and the maximal width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male than in fema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high insertion angle of lateral pterygoid muscle might be an important anatomic predisposing factor for anterior disc

displacement in temporomandibular joint and muscular activity of lateral pterygoid muscle might be affected by

preauricular pain. In conclusion, there might be a bi-directional interaction between lateral pterygoid muscle and joint in

the progression of anterior disc displacement in temporomandibular joint.

Key words: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Lateral pterygoid muscle, Magnetic resonance image, Morphologic

characteristics, Progression of disc displa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