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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 is characterized by pain and limited range of motion

in the jaw. TMD patients generally prefer to chew on the unaffected or less-affected side, and this

tendency often results in asymmetries in masseter muscle thickness and range of mandibular motion.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symmetries in masseter muscle thickness

and range of mandibular motion in subjects with and without temporomandibular disorders.

Methods: Thirty-nin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TMD group (n1=19) and a control

group (n2=20). The jaw opening range and laterotrusion were measured using a digital vernier caliper.

The masseter muscle thickness was examined in both the resting state and the maximal clenching state

using ultrasonography. The absolute asymmetry indices calculated based on the laterotrusion and masseter

muscle thickness of the respective right and left sides. A two-way ANOVA and a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t was found in the masseter muscle thickness between the TMD and

control group.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absolute asymmetry indices of mandibular

laterotrusion between the TMD and control groups (p<.05). Furthermore, the ranges of jaw open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p<.05). The absolute asymmetry index values of

masseter muscle thickness at rest and during maximal clenching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p<.05).

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ubjects with TMD had a larger degree of

asymmetry in laterotrusion than those without TMD. Therefore, a physiotherapy program needs to be

designed to restore normal laterotrusion capacities for TMD subjects. These results also showed that

female subjects had greater absolute asymmetry indices in masseter muscle thickness than male subjects.

Therefore, more training is needed to promote bilaterally balanced chewing amo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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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는 저작근,

턱관절, 인대 등의 저작계와 관련된 구조물의 통증과 기

능부전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이다(Lobbezoo 등, 2004;

Patil 등, 2016). 인구의 약 40～60％가 턱관절 장애를 나

타내며, 턱관절 가동범위의 제한과 통증을 경험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Bae와 Park, 2013; Okeson, 2011). 나이

와 성별이 구강하악계 근육의 구조와 기능변형에 관련되

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Palinkas 등, 2010). De Kanter

등(1993)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턱관

절 장애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턱관

절 장애의 연령대별 유병률은 25～44세에 가장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Kanter 등, 1993; Von

Korff 등, 1988).

턱관절 장애의 증상으로는 하악의 제한된 관절가동범위,

저작근과 턱관절의 통증, 관절의 소리(딸깍하는 소리, 펑하

고 터지는 소리, 뼈 마찰음), 근막 통증, 기능적 제한 등이

있다(Jung 등, 2015). 이 중 턱관절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

은 턱관절과 근육의 통증으로 보고되었다(Vahedifar, 2015).

턱관절 장애의 원인으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교합상태, 외상, 정서적 스트

레스, 이 악물기, 이갈기와 같은 이상 기능 활동이 있고, 또

한 근육의 과활동도 턱관절의 장애를 유발한다고 보고되었

다(Manfredini 등, 2003; Okeson, 2011; Rauhala 등, 1999).

턱관절은 양측성 관절로, 양쪽 아래턱이 같이 구르거나

활주하기 때문에 한쪽의 움직임 없이 다른 쪽의 턱관절

을 움직일 수는 없으나, 음식물을 씹는 저작운동은 비대

칭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Ferrario 등, 1996). 약

78%의 대상자가 저작운동시 양쪽 중 어느 한쪽을 선호

한다는 연구도 있다(Pond 등, 1986). 턱관절의 위치와 움

직임은 저작근인 깨물근(masseter), 관자근(temporalis),

안쪽 날개근(medial pterygoid), 가쪽 날개근(lateral pter-

ygoid)을 비롯해 턱관절 주위의 근육들에 의해 조절된다.

하지만 이 근육들의 생체 역학적·생리학적 불균형이 발

생하면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Romero-Reyes와

Uyanik, 2014; Vahedifar, 2015).

턱관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깊은 깨물근의 비대칭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휴식자세에서 깊은 깨물근

(deep masseter)은 턱두힘살근(digastric), 앞쪽 깨물근

(anterior masseter), 앞쪽 관자근(anterior temporalis), 목

빗근(sternocleidomastoid)에 비해 가장 높은 비대칭 지수를

나타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Emshoff 등, 1999). 이렇게 휴

식자세에서 깨물근 두께의 비대칭은 저작운동시 한쪽 사용

을 선호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자주 사용하는 깨물근은 비

대해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다른쪽 깨물근은 위축되는 경

향이 있다. Pereira 등(2007)에 의하면 턱관절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교합력(bite force)과 깨물근과의 상관관계는 교합력

이 높을수록 깨물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Bonjardim 등(2005)은 턱관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교합력이 낮은 이유는 통증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턱관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깨물근 두께의 비대칭이 통증 때문인지, 근약화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휴식자세는 물론 최대교합 상태에서 깨물

근 두께의 비대칭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턱관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턱관절의

개구범위가 감소하여 음식물을 입에 넣는 기능적인 움

직임을 수행하기 어렵다. 턱관절은 제한된 범위를 초과

하여 입을 벌리는 경우, 염증이 발생하고, 그 결과 운동

제한과 통증이 발생하여 정상범위로 개구하지 못하게

된다(Müller 등, 2013). 턱관절의 개구 움직임은 앞니를

기준으로 2.0～2.5 ㎝ 벌어질 때까지는 순수한 회전운동

이 일어나고, 최대한으로 회전운동한 후 활주이동을 하

게 되는데, 이는 성별 간에 차이를 보인다(Okeson,

2011). 선행 연구들에서 턱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

해 주로 자가 사용되어 왔는데, 자를 이용한 턱관절 가

동범위측정은 .2～.3 ㎝의 측정오차를 보였으며, 신뢰도

도 높지 않다(Walker 등, 2000). 그러나 버니어캘리퍼스

는 수치를 디지털화하여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측정도

구 중 하나이다(Mohamed 등, 2013).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한 측정은 개구와 외측방움직임(laterotrusion)에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Best 등, 2013).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해 턱관절의 개구

범위 및 외측방움직임을 측정하여 턱관절 장애 증상의

유무 및 성별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깨물근 두께와 턱관절

가동범위의 비대칭 정도를 턱관절 장애군과 정상군을

비교하고, 성별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실험 내용에 대해 구두로 또는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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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작성을 통해 밝힌 다음, 대상자들을 모집하였다. 모

든 대상자들은 자원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들은 A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성인 39명으로, 턱관절 장애군 19명과

대조군 20명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18세부터 26세이었고,

평균 연령은 20.9세였다. 모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에 응답하여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군으로 분류되었다

(Nilsson 등, 2006). (1) 지난 일주일 이내에 1번이나 그 이

상 관자놀이, 안면부, 귀 앞 부위(턱관절) 또는 턱에 통증

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2) 지난 일주일 이내에 1번이

나 그 이상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턱관절 장애군에는 이 두 질문에 모두

“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배정하였다. 대조군에는 위의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으며, 턱관절에 있어 어

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는 건강한 성인이 배정되었다. 제외

기준으로는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사람, 치아교정 중인 사

람,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목이나 턱 주

변에 외상경험이 있는 사람, 사경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2. 실험 기기 및 도구

가. 초음파검사기(ultrasonography)

턱관절의 안정상태(rest state)와 최대교합상태(maximal

clench state)에서 깨물근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음

파검사기(UGEO H60, Samsung Medison CO., LTD,

Korea)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영상은 38 ㎜, 13 ㎐ 선형

초음파 탐색자를 사용하여 얻었다. 깨물근의 두께를 측

정하고자 초음파 탐색자를 대상자의 하악각(angle of

the mandibular)에서 2.5 ㎝ 높이의 피부표면에 60˚ 각

도로 비스듬하게 위치시켰다(Aldemir 등, 2013; Ariji

등, 2004). 본 연구에서도 초음파 탐색자의 위치를 일관

성 있게 하기 위해 60˚의 각도와 2.5 ㎝의 높이를 가진

간이 조절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펜을 이용해 초음파

탐색자의 중앙선과 가장가리를 표시하여 측정 시 초음

파 탐색자의 위치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마크를

표시한 뒤 교근의 영상이 수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초음파 탐색자를 약간 이동하였다(Pereira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에서 각각 5명씩 무작위 추출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재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자 내 신뢰

도는 ICC(3,1)=.90이었다.

나.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digital vernier calipers)

아래턱의 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Carbon Fiber Composites Digital Calipers,

Hangzhou Ahead Measurement & Control Technology

CO., LTD, China)를 사용하였다. 버니어캘리퍼스의 검사

자내 신뢰도는 개구에서 ICC=.97, 오른쪽 외측방움직임에

서 ICC=.95, 왼쪽 외측방움직임에서 ICC=.96으로 매우 높

게 보고되었다(Best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에

서 각각 5명씩 무작위 추출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재검사

를 시행하였고, 검사자 내 신뢰도는 ICC(3,1)=.99이었다.

다. 한국어판 RDC/TMD axisⅡ 설문지

한국어판 RDC/TMD(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설문지는 통증강도(pain

intensity), 장애점수(disability score), 턱기능장애(jaw

disability) 및 심리사회적 상태(psychosocial status)로

이루어져 있다. Sohn 등(2008)에 의하면 한국어판

RDC/TMD 설문지는 ICC=.81～.93이었고, 한국인의 측

두하악장애 환자들에서 심리사회적측면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한국어판 RDC/TMD axisⅡ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턱관절 장애 환자의 통증은 스트레스, 이 악물기, 먹

기와 같은 행동에 의해 증가되며, 휴식을 함으로써 감

소된다(Fricton, 2007).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이

대상자들의 피로, 통증, 학습효과로 다음 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측정 순서

는 각각 제비뽑기를 통하여 무작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깨물근 두께 측정, 턱관절가동범위 측정, 설문지

작성에 대한 순서를 정하였다. 두 번째, 깨물근 두께 측

정 시 오른쪽과 왼쪽의 순서를 정하였고, 턱관절가동범

위 측정 시 개구범위, 왼쪽 외측방움직임, 오른쪽 외측

방움직임의 순서를 정하였다. 세 번째, 안정상태와 최대

교합상태에 대한 순서를 정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하는

데, 한 대상자당 총 2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

는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탐색자 위치 선정, 초

음파 영상에서 깨물근 두께 측정, 턱관절가동범위 측정

을 각각의 한 검사자가 진행하였다.

가. 깨물근 두께 측정

깨물근 두께 측정을 위해 대상자는 앉은 자세를 취

하였다. 대상자는 벽으로부터 15 m 떨어진 곳에 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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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근두께
최대교합시 근두께안정시근두께

× 

오른쪽 두께왼쪽두께
오른쪽두께왼쪽두께

×

 오른쪽외측방움직임왼쪽외측방움직임
오른쪽외측방움직임왼쪽외측방움직임

×

A B C

Figure 1. Ultrasound probe positioning and
ultrasound scans (A: ultrasonographic investi-
gation of masseter thickness with transducer.
B: ultrasound image shows masseter muscle
in rest state. C: ultrasound image shows
masseter muscle in maximal clench state).

A B C

Figure 2. Measurement of range of motion
with digital vernier calipers (A: opening, B:
right laterotrusion, C: left laterotrusion).

가 없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벽의 눈높이 지점에 마

크를 붙이고, 마크를 응시하게 하였다. 검사자는 대상

자로 하여금 머리를 직립하여 앉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Aldemir 등, 2013; Ariji 등, 2004). 한 대상

자당 좌우 깨물근의 영상을 각각 안정상태와 최대교합

상태에서 수집하여 총 4개의 영상을 저장하였다. 턱관

절의 안정 상태는 혀를 윗니 바로 뒤 경구개에 두고

치아 위아래 사이는 자연스럽게 벌린 채 입술은 다물

고 정면을 바라보게 하였다(Kisner와 Colby, 2012). 최

대교합상태는 교합상태에서 양측을 동시에 최대한 꽉

깨물도록 지시하여 영상을 얻었다(Pereira 등, 2007).

각 측정 간에 1분씩 휴식시간을 주었다. 깨물근 두께

의 길이는 각 깨물근 두께 영상에서 근막을 제외한 근

육에 여러 개의 수직선을 그어 디지털 수치로 확인하

였는데, 이들 중 최대값 3개의 평균값을 교근 두께로

정하였다(Figure 1).

나. 관절가동범위 측정

관절가동범위는 대상자가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바

로 앉아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관절가동

범위를 측정하기 전에 개구범위, 오른쪽 외측방움직임,

왼쪽 외측방움직임 각각 3회씩 촉각 자극을 주며 연습

시켰다. 개구범위 측정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개구를

시킨 후 상악과 하악의 두 앞니 사이 경계선 끝에 어미

자(fixed jaw)와 아들자(movable jaw)를 갖다 대어 소

수 둘째자리까지 길이를 측정하였다(Figure 2A). 외측

방움직임 측정은 버니어캘리퍼스의 어미자를 상악의 두

앞니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분과 수직으로 이어지는 아

랫니 부분에 위치시키고, 아들자를 하악의 두 앞니 사

이 경계선에 위치시켜 영점을 조절하였다. 대상자에게

해당방향으로 아래턱을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이동시키

라고 한 후 어미자를 고정한 채 아들자를 따라 움직여

서 길이를 측정하였다(Figure 2B, 2C). 외측방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윗니, 아랫니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지

시하였다. 각 움직임을 3회씩 반복 측정하였고, 측정 간

에 30초씩 휴식시간을 주었다(Figure 2).

4. 분석방법

초음파 영상에서 얻어진 깨물근 두께를 신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로 나누어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깨물근 두께로 표준화하였다(Ishida 등, 2016). 깨물근

두께와 아래턱 가동범위의 비대칭 값을 구하고자 절대

비대칭지수(absolute asymmetry index; AAI)를 사용하

였다. AAI지수가 5％를 넘지 않으면 비대칭지수는 낮

음(low), 5％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중간

(moderate), 10％보다 크면 높음(high)으로 평가된다

(Emshoff 등, 1999). 교근 두께 비대칭 지수(absolute

asymmetric index of masseter muscles; AAIM)와 외

측방움직임 비대칭 지수(absolute asymmetric index of

laterotrusion; AAIL)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깨물근 두께변화율(rate of change in thickness;

RCT)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깨물근 두께변화율의 비대칭 지수(absolute asym-

metric index of the rate of change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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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MD

a

(n1=19)

Control

(n2=20)
p

Age (year) 21.3±1.9b 20.6±2 .295

Body height (㎝) 167.5±6.1 169±7.6 .496

Body weight (㎏) 61.4±10.9 63.7±9.6 .492

BMI
c
(㎏/㎡) 21.8±2.9 22.3±2.5 .606

VAS
d

5.53±1.74

LC
e
(％) 89.47

LE
f
(％) 100

LY
g
(％) 84.21

a
temporomandibular disorder,

b
mean±standard deviation,

c
body mass index,

d
visual analogue scale,

e
limited chewing,

f
limited eating hard food,

g
limited yawnin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9)

Variable
Groups Genders

TMD
a
(n1=19) Control (n2=20) p Male (n1=17) Female(n2=22) p

Range of motion

Opening (㎝) 3.94±.87
b

4.32±.84 .541 4.69±.73 3.70±.71 ＜.001*

AAIL
c
(％) 24.63±19.59 7.55±6.49 ＜.001* 14.18±20.38 17.18±13.48 .154

Muscle thickness of masseter muscle

AAIMRd (％) 6.14±3.88 5.35±4.67 .184 3.58±3.63 7.4±4.03 .007*

AIMMCe (％) 5.14±4.15 5.14±2.73 .749 4.14±2.54 5.91±3.89 .003*

AAIRCTf (％) 17.14±12.77 15.83±16.62 .444 14.89±13.87 17.75±15.32 .457
atemporomandibular disorder, bmean±standard deviation, cabsolute asymmetric index in laterotrusion, dabsolute

asymmetric index of masseter muscles during rest eabsolute asymmetric index of masseter muscles during

maximal clench, fabsolute asymmetric index of the rate of change in thickness, *p<.05.

Table 2. Range of motion and muscle thickness of masseter muscle according to groups and genders.  (N=39)

AAIRCT)는 AAIM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였다.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군 간의 나이, 키, 몸무게, 신체

질량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

다. 턱관절 장애의 유무와 성별에 따른 개구범위, 안정

상태의 AAIM, 최대교합상태의 AAIM을 비교하기 위해

이요인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이용하였다.

AAIL과 AAIRCT는 Kolmogorov-Smirnov의 정규성

검정에 부합하지 않아 각 군간, 성별간의 만-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이용하였다. 깨물근 두

께 측정과 턱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검사

자 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ICC(3.1)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상용 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우용

SPSS ver. 23.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

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턱관절 장애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에 나이, 신장,

몸무게, 신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RDC/TMD axisⅡ 설문지를 통해 알아 본 턱관절 장애

군의 통증강도는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하였던 가장 심한

통증을 통증이 없는 0에서부터 최대의 통증 10으로 나타

낸 시각통증척도로 표현하였을 때, 평균 5.5로 확인되었

다. 또한 턱 문제로 인하여 지장 또는 제한된 행위 12개

의 항목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항목을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딱딱한 음식 먹기가 19명이었

다. 그 다음으로는 씹기 17명, 하품하기 16명이었다.

2. 개구범위와 턱관절가동범위의 비대칭지수 비교

개구범위와 턱관절가동범위의 비대칭지수는 턱관절

장애 유무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군간

주효과를 살펴보면,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군 사이에

AAIL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개구범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AIL은 턱관절 장애군에서 평

균 24.6％이었고 대조군에서 평균 7.6％이었다. 또한 성

별 간에 개구범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AAIL은 성별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교근 두께의 비대칭지수 비교

교근두께의 비대칭지수는 턱관절 장애 유무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안정상태의 AAIM, 최대

교합 상태의 AAIM, AAIRCT는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간에 AAIRCT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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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정상태의

AAIM과 최대교합 상태의 AAIM은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안정상태의 AAIM과 최대교합

상태의 AAIM의 평균값은 여성에서 각각 7.4％, 5.9％

이었고, 남성에서 각각 3.6％, 4.1％이었다(Table 2).

Ⅳ.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턱관절 장애의 유무와 성별에 따른

깨물근 두께의 비대칭과 관절가동범위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턱관절 장애군 19명,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깨물근 두께와 턱관절의 관절가동범위

를 측정하였다. 깨물근 두께의 비대칭은 안정상태와 최

대교합상태에서 알아보았으며, 관절가동범위로는 개구범

위와 외측방움직임의 비대칭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구범위와 AAIL은 턱관절 장애 유무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AAIL은 턱

관절 장애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

적인 외측방움직임의 정상 가동범위는 .7～1.5 ㎝이다

(Dawson, 2007). 본 연구의 평균 외측방움직임의 가동범

위는 대조군에서 오른쪽 .7 ㎝, 왼쪽 .8 ㎝로 정상범주에

속하는 반면에 턱관절 장애군에서 오른쪽 .7 ㎝, 왼쪽 .5

㎝로 왼쪽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다. Giro 등(2016)은

하악 근육의 손상과 관절 내 장애가 움직임 범위를 제한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하악 관절과 신경근 조절

의 변화가 통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하악의 움직임

방향과 정밀성을 달라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대조군에 비해 턱관절 장애군

의 AAIL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군 간의 개구범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들에서 턱관절 움직임 중에서 개구범위만이 턱

관절 장애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였다(De Felício 등, 2013; Walker 등,

2000). Okeson(2011)에 의하면 근육조직이 과다한 사용

으로 인해 손상되면 근육이 수축하거나 신장 될 때, 동

통이 심해져 환자는 동통이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턱운동을 제한하여

크게 개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대 개구

범위는 일반적으로 턱관절의 가동성과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개구의 정상 가동범위

는 4～6 ㎝이고, 중요한 기능적인 개구범위는 3.5～4 ㎝

이다(Scott, 2008). 본 연구의 턱관절 장애군의 평균 개

구범위는 3.9 ㎝로 정상 범위보다 제한을 보였지만, 기

능적인 개구범위의 범주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

의 턱관절 장애군은 턱관절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데

에 큰 문제가 없는 약한 정도의 턱관절 장애로 생각된

다. 이로 인해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군과의 개구범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성별 간 개구범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구는 회전량과 활주량으로 구성된 하악의 움직임이

다. Muto 등(1994)은 저작계 기능장애가 없는 20대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악과 두개골기저의 길이가

하악두 움직임과 개구범위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남

성은 여성보다 하악과 두개골기저의 길이, 얼굴 골격,

하악 크기가 유의하게 컸으며, 개구범위 또한 남성 5.4

㎝, 여성 4.7 ㎝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ewis 등(2001)에 의하면 하악두의 활주량이 남성에서

2.1 ㎝, 여성에서 1.6 ㎝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악 길

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

보다 더 큰 개구범위를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하악의 길이가 더 길고, 활주량도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AAIM은 턱관절 장애 유무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또한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군

간에 안정상태의 AAIM, 최대교합 상태의 AAIM,

AAIRCT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턱관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깨물근 두께의 비대칭

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통증이나 근약화가 깨물근의

비대칭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턱관절 장애 환자들은 깨물근 두께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Ariji 등, 2004; Sasaki 등, 2006).

Ariji 등(2010)은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 있어서 근육 두

께가 두꺼워지는 것은 근육의 부종과 연관되어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턱관절 장애

의 유무에 따라 깨물근 두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Pereira 등, 2006;

Pereira 등, 2007; Strini 등, 2013). 본 연구에서 최대교

합 상태의 AAIM 측정 시 대상자들에게 양쪽 어금니를

동시에 최대교합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때 턱관절 장

애군에서는 통증과 불편감이 한쪽만 있더라도 양측 깨

물근을 최대로 수축시키는데 제한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군 간 최대교합 상태에서 비대칭 지수를 확인하는

AAIM과 AAIMMC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9년 26권 1호 28-36

Phys Ther Korea 2019;26(1):28-36

- 34 -

그러나 성별에 따른 AAIM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정상태인 AAIM 평균값은 남성 3.6％, 여성 7.4％였

고, 최대교합 상태인 AAIMMC의 평균값은 남성 4.1％,

여성 5.9％로 AAIM과 AAIMMC 모두 여성이 남성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

의 빈도는 유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호르몬, 자세, 감

정, 교합 및 기능적인 요인으로 발생된다(Ciancaglini

등, 2002; Kafas와 Leeson, 2006). Lauriti 등(201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턱관절 장애 유병률을

확인하였는데, 여성이 87.2%로 남성의 61.9%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턱관절 장애군에서 여성의 비율

이 65％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주로 20대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

양한 연령대의 대상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턱관절 장애군의 개구 범위가 평균 3.9 ㎝로 기능적

인 개구범위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한 정도의

턱관절 장애군 이었으므로, 전체 턱관절 장애군을 대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대교합 상태에서 악력을

측정하지 않아 개인마다 최대 교합한 정도가 다를 수

있었으며, 맹검법을 적용하지 않아 깨물근 두께와 관절

가동범위 측정시 측정자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최대교합 상태에서 악력을 측정함과 동시에 깨물근과

날개근 두께의 비대칭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턱관절장애의 유무에 따른 깨물근

두께의 비대칭과 턱관절 관절가동범위의 차이를 확인 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턱관절 장애군 19명, 대조군 20

명을 대상으로 깨물근 두께와 턱관절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깨물근 두께의 비대칭은 안정상태와 최대교

합상태에서 알아보았으며, 관절가동범위는 개구범위와

외측방움직임의 비대칭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턱

관절의 외측방움직임의 비대칭은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따라서 턱관절장

애를 가진 환자의 운동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외측방움

직임의 비대칭 정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좌우 깨물근 두께의 비대칭 정도가 남성에 비

해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여성들

의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씹을 때 양쪽

턱관절을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턱관절 장애군과 대조군을 대상으

로 최대교합 상태에서 악력을 측정함과 동시에 깨물근과

날개근 두께의 비대칭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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