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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사자의 측두하악장애환자에서 T-scan Ⅱ System을 
이용한 교합분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1, 경찰병원 치과2

임현대1
․정승아2

․이유미1

  이 연구는 경찰사회에서의 측두장애환자의 교합상태를 평가하여 습관적인 최대교합시에 교합접촉 시기와 접촉수, 접촉힘
을 분석하여 과도한 개구나 이악물기등의 악습관 교정을 제시 하는데 있다.

  경찰사회에서는 일반 사회에는 다른 양상의 최대 개구, 습관적인 긴밀한 최대 교합상태 등으로 인하여 측두하악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복적인 훈련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는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저작근을 비롯한 악구강계 평형 상태
에 변화를 초래하여 측두하악관절과 그에 따른 구조물에 동통을 유발 내지는 악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합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T-scan Ⅱ system(Tekscan Co., USA)을
이용하였으며, 최대 교합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약 20 mm 정도의 개구 상태에서 최대교합시까지 물었다.

  경찰종사자의 측두하악장애환자는 일반 측두장애환자보다 최초 접촉부터 최대 접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며, 최종
접촉까지의 시간은 보다 짧았으며, 최종 교합접촉력은 더 강하여, 더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유지한 채 폐구가 이루어져 측두
하악관절에 더 많은 잔존한 부하를 전달하였다. 이환 측과  교합접촉 시간, 교합 접촉 힘등의 교합양상과는 관계가 미약하였
으며, 최대 접촉력이 가해진 시기에서 우측이 이환 측이면 우측 악궁에, 좌측이 이환측일 경우 좌측 악궁에 집중되는 좌, 

우 악궁간 불균형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측두하악장애를 가진 경찰 종사자들의 하악 운동에 보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습관적인 최대 교합상태에서
의 보다 적은 힘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주제어 : T-scan Ⅱ system, 교합분석, 최대교합력
`

1)I. 서    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는 측
두하악관절 및 그와 관련된 구조물, 저작근과 인대 등
에 임상적인 문제를 포함하며, 구강악안면영역에서의 
동통에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측
두하악장애를 단지 하나의 증후군으로 생각하였으나 
요즘에는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면서 여러 장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많이 지지되고 있다
교신저자: 이유미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E-mail : marusae@wonkwang.ac.kr

원고접수일: 2006-09-20
심사완료일: 2006-11-18
* 이 논문은 2006년도 경찰병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1-3). 이러한 측두하악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교합
상태, 외상, 스트레스, 심부통증유입, 이상기능활동 등
이 있다4-9). 교합상태가 측두하악장애의 유발에 기여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어져 왔다. 전
통적으로는 교합상태가 측두하악장애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어져 왔으나, 반면에 여러 연구10-12)

에서 교합상태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현
재까지의 연구13-15)에서는 교합상태와 측두하악장애
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사회는 단체 생활과 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압
박,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에 따른 불안감, 신체적인 
훈련, 기합 소리에 따른 과도한 최대 개구량 및 차렷 
자세에서의 긴밀한 최대 교합상태 등의 측두하악관
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요인을 내
재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감이나 일상생활과는 다른 
습관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저작근을 비롯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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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계 평형 상태에 영향을 주어 측두하악관절과 그
에 따른 저작근이나 인대를 포함하는 구강안면영역
에서의 동통을 유발 내지는 악화 시킬 수 있다. 

  측두하악장애의 주요한 증상은 귀 전방부, 저작근
등에 나타나는 통증이며, 이갈이, 이악물기등의 이상
기능활동이나 악습관, 개구나 측방운동등의 움직임에 
의해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개
구제한 및 개구 곤란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밖에도 관
절 잡음, 개구로 편위를 보이기도 한다, 과도한 개구
나 너무 긴밀한 최대 접촉은 이러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하며 이미 존재하는 증상을 더
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16-20). 경찰사회의 특성상 
일반 사회보다는 이악물기나 과도한 개구 등의 측두
하악장애의 악화요인이 더 많이 내재할 수 있음을 짚
고 넘어 가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측두하악장애환자
의 진단과 평가에 있어 교합접촉, 교합력 등의 교합상
태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교합치료
과정중과 교합 치료후에도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 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치열에 다수의 교합 접촉점에 생기는 교
합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얇고 압력에 민감한 필름
(pressure-sensitive film)을 사용하며, photocclusion 
21,22), T-scan system23-25), dental prescale system 
26-29)등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현성이 높고 
교합접촉 시기에 따라 동적으로 평가 분석이 가능한 
T-scan Ⅱ system30)을 이용하여 교합접촉 양상을 연
구 하였다.

  T-scan Ⅱ system은 교합상태에 대하여 동적인 평
가가 가능하며 microsoft windows와 연동되어 컴퓨
터 화면을 통하여 실시간 관찰을 할 수 있다. 교합상
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정등31)은 중심위 활주 및 두부자세에 따른 교합 접촉
을 평가하였으며, 박등32)은 T-scan Ⅱ system을 이
용하여 저작 측에 따른 교합 분석을 하여 비저작측의 
교합면적이 저작 측에 비하여 작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교합양상의 분석에 다각도에서 사용되는 
T-scan Ⅱ system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
애의 발생과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 교합 접촉상태와 교합력을 분석하고 이
환부위의 최초, 최대, 최종교합접촉 시기에 따른 교합
균형을 평가하여, 교합양상을 분석하여 경찰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교합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구나 이악물기등 습관을 고찰함으로써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6년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경찰병원 치과에 내
원한 측두하악장애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
두 남자였고, 일정한 장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경찰
이 대상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0.6±1.2세였다. 

2. 연구방법
1) 임상검사 및 교합접촉 검사
  측두하악장애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절 통증, 관절
음, 개구제한 등의 임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두
하악장애 검사지를 기록하였다. 자연스런 두부 자세
에서 교합접촉을 측정하였으며, 교합접촉양상은 
T-scan Ⅱ system(Tekscan Co., USA)을 이용하여 
수차례 충분한 연습 후에 측정하였다. T-scan Ⅱ 

system은 Microsoft Windows와 연동하여 작동하여, 

데이터를 기록, 분석하고 테이타를 컴퓨터 화면을 통
해 관찰이 가능하다. 

  T-scan Ⅱ system은 60 ㎛ 두께의 은으로 된 격자 
모양이 표면을 덮고 있는 센서, 센서 지지대, 손잡이, 

본체, T-scan system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
터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센서는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찢어짐, 천공에 저하성이 있고 약간의 
탄력성이 있어 변형을 감소 시킬 수 있다. 가능한 오
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구강내와 센서를 건조하
게 한 후에, 대상자는 센서를 구강내에 집어넣고 최대 
교합력을 위하여 약 20 mm 정도의 개구 상태에서 최
대교합시까지 물었으며, 기록된 데이터는 컴퓨터 화
면으로 전송되어 진다.

  교합접촉양상은 최초 접촉 시기까지의 시간, 최초 
접촉시의 힘, 상대적 접촉력과 최대접촉이 시작되는 
점까지의 시간, 그 때 가해지는 힘, 상대적 접촉력, 최
대접촉력시까지 이르는 시간과, 힘, 상대적 접촉력, 

최종 교합 접촉 시기까지의 시간, 힘 그리고 상대적 
접촉력의 항목을 조사 하였으며, 교합접촉시 좌, 우측 
악궁간 교합불균형 형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2)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각 항목의 분석을 위하여 SPSS 윈
도우 프로그램의 ANOVA, t-test, χ2-test를 이용하



경찰 종사자의 측두하악장애환자에서 T-scan Ⅱ System을 이용한 교합분석

  367

time % force force

first (n=20) 0.66 ± 0.71 6.74 ± 7.40 244.10 ± 268.72

maximum point first (n=15) 1.03 ± 1.05 62.00 ± 48.14 3048.07 ± 2302.58

maximum (n=20) 2.63 ± 1.42 100 5276.10 ± 3817.58

end (n=20) 3.34 ± 1.24 81.57 ± 26.14 4622.65 ± 3767.01

Table 1. Comparison of contact time, contact force and contact force(%) on specific contact timing. 

Mean ± S.D

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신뢰범위는 0.05 범위에서 유
의수준으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최종접촉까지의 시간은 3.34초였으며, 최초 접촉까
지는 0.66초였다. 최대접촉시의 힘을 100%로 기준으
로 최초 접촉시의 힘은 6.74, 최대 접촉이 나타나는 
시기의 힘은 62%였으며 최종 접촉시의 힘은 81%로 
최종접촉시의 힘이 최대 접촉이 나타나는 점의 힘보
다 강하였다. 최대 접촉력은 5276이었으며, 최종 접촉
력은 4622였다(Table 1).

  좌측, 우측 그리고 양측 이환에 따라 비교한 최초 

 affected site
right (n=8) left(n=8) both(n=4)  p

contact timing

first

time 0.47 ± 0.75 0.83 ± 0.73 0.68 ± 0.70

NS

% force 5.60 ± 5.31 7.45 ± 10.05 7.60 ± 6.26

force 263.50 ± 238.86 283.63 ± 357.35 126.25 ± 50.52

maximum

time 2.82 ± 1.18 2.41 ± 1.61 2.71 ± 1.83

% force 100 100 100

force 6153.13 ± 4884.82 5845.88 ± 3014.21 2382.50 ± 1159.52

end

time 3.26 ± 1.10 3.42 ± 1.46 3.33 ± 1.41

% force 82.20 ± 33.25 82.99 ± 20.94 77.45 ± 26.35

force 5463.38 ± 4862.81 5077.88 ± 3058.67 2030.75 ± 1213.15

NS:not significant

Table 2. Comparison of contact time, contact force and contact force(%) by affected area on specific contact 

timing.

접촉 시와 최대 접촉시, 최종 접촉시의 시간, 접촉력
과 상대적 힘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2).

  본 연구에서 좌우 악궁의 교합접촉균형의 비교에
서는 원점의 분포가 최대접촉이 시작하는 시기와 최
대 접촉력이 가해진 시기에서 우측이 이환 측이면 우
측에, 좌측이 이환측일 경우 좌측에 집중되는 불균형
의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초 접촉과 최종 
접촉시기에는 양측 악궁의 교합접촉 불균형을 보이
는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측두
하악장애를 근육성과 관절성으로 진단하여 양 군을 
비교하였을 때 좌우측에 불균형을 보이는 개체의 빈
도는 차이가 없었다. 관절군과 근육군사이에 최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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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unt of maximum contact point and teeth 

number of maximum contact point on 

contact timing

촉시 접촉수와 치아 접촉수. 최초 접촉시, 최대접촉을 
처음 보이는 시기, 최대 접촉시기, 최종접촉시기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5).

  최대 접촉시에 접촉수는 3.8개, 최종 접촉수 3.2개 
이었으며, 최대 접촉을 보이는 치아 수는 2.4개 최종 

Total left-right balance left dental arch right dental arch
 χ2

contact timing affected site  -2 -1 1  2

first

(n=6)

right 2(33.3)

NSleft 1(16.7) 1(16.7) 1(16.7)

both 1(16.7)

maximum point first

(n=14)

right 1(7.1) 6(42.9)

**left 3(21.4) 3(21.4)

both 1(7.1)

maximum

(n=20)

right 2(10) 1(5) 2(10)

*left 5(25) 3(15)

both 1(5) 1(13)

end

(n=20)

right 2(10) 1(5) 5(25)

NSleft 5(25) 2(10) 1(5)

both 1(5) 1(5) 2(10)

NS: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3. Distribution of total left-right balance by affected area on specific contact timing.

Fig. 2. Total number of contact point on each 

contact timing

접촉을 보이는 치아 수는 1.9개였다. 최초접촉수는 7
개, 최대접촉을 처음 보이는 시기의 접촉 수는 57개, 

최대 접촉을 보이는 수는 93개, 최종 접촉 수는 85개 
이었다(Fi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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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left-right balance left dental arch right dental arch
 χ2

contact timing diagnosis  -2 -1 1  2

first(n=6)
articular 1(16.7) 3(50.0)

NS
muscular 1(16.7) 1(16.7)

maximum point first

(n=14)

articular 3(21.4) 3(21.4) 6(42.9)
NS

muscular 1(7.1) 1(7.1)

maximum

(n=20)

articular 6(30) 4(30) 6(30)
NS

muscular 2(10) 2(10)

end

(n=20)

articular 6(30) 3(15) 7(35)
NS

muscular 2(10) 1(5) 1(5)

NS:not significant

Table 4. Distribution of total left-right balance by articular and muscular diagnosis on specific contact timing

articular(n=16)  muscular(n=4) p

maximum maximum point 4.13 ± 3.72 2.33 ± 1.15 NS

teeth 2.50 ± 1.71 1.67 ± 0.58 NS

end maximum point 3.38 ± 3.22 1.75 ± 1.50 NS

teeth 2.00 ± 1.71 1.25 ± 0.96 NS

first 7.00 ± 7.74 4.00 ± 1.15 NS

maximum point first 55.50 ± 50.80 64.67 ± 30.62 NS

maximum 86.13 ± 61.53 84.75 ± 52.98 NS

end 77.19 ± 61.17 74.75 ± 53.11 NS

Table 5. comparison of number of maximum contact point and on teeth or contact point between articular and 

muscular disorder group on specific contact timing     mean±S.D.

Ⅳ. 총괄 및 고찰
  측두하악장애의 진단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스
트레스와 평소의 상하악 치아를 다무는 습관, 개구시
의 습관 등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에 대한 평가
는 중요하다. 측두하악장애의 발생은 해부학적인 부
분과 기능적 부분이 어울려져 발생하게 되며, 이 기능
적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의 변화, 교합양태의 변화와 더불어 악습관
에의 평가가 포함된다. 

  최대교합력은 적절히 개구시의 근육의 특정 길이

에서 최적으로 나타난다. 근육 배열과 내부의 여러 조
직들이 변화하여 대부분의 폐구근 섬유가 최적의 하
악 위치로 이동하여 이상적 길이를 유지하게 되므로, 

아주 크게 개구시에는 최대교합력이 줄어들다. 따라
서 절치가 15～20 m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발휘되기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도 최대 교합력에 근접하게 하
기 위하여 개구량을 20 mm로 충분히 연습 후에 실험
을 실시하였다.

  교합양상을 평가하기위한 많은 방법과 재료들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술식이 개발되어 지고 있다. 교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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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l. strip등은 비교적 저렴하고 사용하기가 쉬우며 
교합접촉의 위치와 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며, 

T-scan system은 교합접촉의 시간과 힘을 평가하는
데 유리하다. 교합접촉의 평가에 T-scan Ⅱ system

이 비교적 저렴하고 유용하나, 센서를 여러 번의 사용 
시 재현성이 감소되어 한번만의 사용이 추천되기는 
하나 이 경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경찰로의 입문에 따
라 일상생활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
레스와 생활 자세의 변화 및 이 다물기와 개구시의 
힘의 변화, 저작근 변화 등에 의한 평소의 교합양태에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T-scan Ⅱ system을 이용하
여 교합접촉을 조사, 분석 하였다. T-scan Ⅱ system

은 교합양상을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장비이며, 마
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상호 연동되어 검사와 동시
에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관찰 평가가 가능하다. 

  여러 교합분석방법과 술식의 신뢰성, 타당도 그리
고 유용성을 비교 연구한 K. Baba는 pressure 

sensitive film 방식의 체계를 지닌, T-scan system, 

Dental prescale, 교합지의 3가지 방법에 대하여 분석
하였으며, T-scan Ⅱ system이 교합접촉의 위치, 교
합접촉력, 교합접촉의 시기 등의 측정에 유용하다고 
보고 하였다33). 

  AG, Cartagenta25)는 T-scan system을 이용하여 
하악의 여러 위치 즉, 하악의 최대 교합시, 전방 운동
시, 측방 운동시에 교합접촉력과 시간을 연구하였으
며 T-scan system이 치아접촉을 평가하는데 용이하
고, 빠르며 간편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교합과 측두하악장애에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
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교합이 측두하
악장애의 유발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다
수의 연구들도 발표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진단과 평
가를 위해서는 교합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계속 되
어져야 할 것이다. 

  Dawson14)은 교합과 측두하악관절의 위치는 매우 
밀접하고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측두하악장애를 포함
한 모든 저작계 장애에 있어 교합의 평가가 임상적으
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D.A. Seligman등15)은 측두
하악장애 환자군과 정상군을 교합과 치아 교모 요인
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교합의 평가가 중정도의 유
용성을 지닌다고 하여, 측두하악장애 진단에 교합의 
평가를 행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교합의 평가에는 단지 해부학적 치아 모형뿐만 아
니라 상하악 간의 최대 교합위, 중심위에서 교합위로

의 활주, 여러 하악운동에 따른 교합상태등을 포함한 
여러 기능적인 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FE. Cordray34)

는 치아에 의해 정해진 교합, 즉 최대 교합위와 하악 
과두에 의한 정해진 교합, 중심교합위 사이에는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VF ferrario35)등은 
optoelectronic three-dimentional motion analyser을 
이용하여 하악의 개구 운동을 연구 하였으며, 건강한 
대상에게 최대 개구 운동을 하게 하여 측두하악관절
의 회전과 활주 운동을 평가하여 개구에는 활주 운동
보다는 회전운동에 의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단체 활동에서의 이악물기 
양상을 조사, 관찰하기 위하여 최대교합상태에서 
T-scan 센서를 물도록 하였으며, 최대 교합의 힘을 
낼 수 있는 15～20 mm 범위 개구상태에서 폐구하도
록 하였다. 

  일반사회의 측두장애환자의 자연스런 두부자세에
서 폐구시에서의 이악물기를 연구한 정 등31)의 연구
에서 보다 최초 접촉부터 최대 접촉까지 걸리는 시간
은 더 오래 걸리며, 최종접촉까지의 시간은 보다 짧
아, 폐구시에 보다 최대 접촉 후에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초 접촉시나 최대 접촉시
에 교합력은 일반 측두장애환자보다 적었으나, 최종
교합접촉력이 더 강하여, 더 짧은 시간에 폐구가 이루
어지며 최종 접촉시에 보다 강한 힘을 유지한 채 최
대 교합상태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대 교
합력을 100%로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교합접촉력도 
최종 접촉력이 일반측두하악장애환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최종 접촉 시에 상대적으로 접촉력이 
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1).

  좌측, 우측 그리고 양측 이환 측에 따라 비교한 최
초 접촉 시와 최대 접촉시, 최종 접촉시의 시간, 교합
접촉력과 교합 접촉력의 상대적 힘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환 측과 교합접촉 시간, 교합 
접촉력등의 교합양상과는 관계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본 연구에서 좌우 악궁의 교합접촉균형의 비교에
서는 원점의 분포가 최대접촉이 시작하는 시기와 최
대 접촉력이 가해진 시기에서 우측이 이환 측이면 우
측에, 좌측이 이환측일 경우 좌측에 집중되는 좌우 불
균형의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합접촉시
간이나 교합접촉력보다는 최대 접촉시 교합접촉 불
균형이 측두하악장애에 보다 큰 영향을 보이는 경향
을 보였다(Table 3). 추후에 좌, 우 악궁간의 교합 불
균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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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측두하악장애를 근육성과 관절성으로 진단하여 양 
군을 비교하였을 때 좌우측에 불균형을 보이는 개체
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관절군과 근육군 사이에 최
대 접촉시 접촉수와 치아 접촉수의 교합접촉항목과 
최초 접촉시, 최대접촉을 처음 보이는 시기, 최대 접
촉시기, 최종접촉시기의 교합접촉시기 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5). 측두하악장애가 과거에는 
관절성 장애와 근육성 장애로 나누어서 생각하였으
나, 최근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복잡하고 여러 기능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 저작계의 복합체 장애로 여겨지
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단지 관절성과 근육성으로 분
류하여 비교분석한 교합양상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최대 접촉 시에 접촉 수는 3.8개, 최종 접촉수 3.2개 
이었으며, 최대 접촉을 보이는 치아 수는 2.4개 최종 
접촉을 보이는 치아 수는 1.9개였다. 최초접촉수는 7
개, 최대접촉을 처음 보이는 시기의 접촉 수는 57개, 

최대 접촉을 보이는 접촉 수는 93개, 최종 접촉 수는 
85개 이었다(Fig. 1, 2). 박등32)은 양측 저작자와 편측 
저작자에서 T-scan Ⅱ system을 이용하여 교합양상
의 특이성을 조사 하여, 저작시 좌우측 중 교합면적이 
작은 측을 피하여 교합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저작한
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결과에서 경찰에 종사하는 측두하악
장애환자의 평균적인 교합접촉 수와 교합되는 치아
수의 평균적 자료를 얻었으며, 일반 측두하악장애 환
자보다 폐구시에 최대 접촉 후에 급격한 움직임을 보
이고 최종교합접촉력이 더 강하여, 더 짧은 시간에 폐
구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접촉시에 보다 강한 힘을 유
지한 채 최대 교합상태를 끝내 측두하악관절에 하중
이 더 높게 유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합접
촉시간이나 교합접촉력보다는 최대 접촉시 교합접촉 
불균형이 측두하악장애에 보다 큰 영향을 보였다.

  측두하악장애를 가진 경찰 종사자들의 개구 및 폐
구시에 보다 원만한 움직임과 습관적인 최대 폐구상
태에서의 보다 적은 힘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교합양상과 더불어 하악의 운동과 악구강계의 기
능적인 관계에 대하여 더 조사 되어야 할것이다.

Ⅴ. 결    론
  경찰사회는 일반 사회에는 다른 훈련 양상으로 과
도한 최대 개구 및 긴밀한 최대 교합상태 등으로 인

하여 측두하악장애의 유발과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저작근을 비롯한 악
구강계 평형 상태에 변화를 초래하여 측두하악관절
과 그에 따른 구조물에 동통을 유발 내지는 악화 시
킬 수 있다. 

  측두하악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합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T-scan Ⅱ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구강내와 센서
를 건조하게 한 후에, 대상자는 센서를 구강내에 집어 
넣고 최대 교합력을 위하여 약 20mm 정도의 개구 상
태에서 최대교합시까지 물었다.

  교합접촉양상은 최초 접촉 시기까지의 시간, 최초 
접촉시의 힘, 상대적 접촉력과 최대접촉이 시작되는 
점까지의 시간, 그 때 가해지는 힘, 상대적 접촉력, 최
대접촉력시까지 이르는 시간과, 힘, 상대적 접촉력, 

최종 교합 접촉 시기까지의 시간, 힘 그리고 상대적 
접촉력의 항목을 조사 하였으며, 교합접촉시 좌, 우측 
악궁간 교합불균형 형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조사자의 측두하악장애환자는 최
초 접촉부터 최대 접촉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
며, 최종접촉까지의 시간은 보다 짧아, 최대 접촉 후
에 급격한 움직임으로 폐구를 하였으며,, 최초 접촉시
나 최대 접촉시에 교합력은 일반 측두장애환자보다 
적었으나, 최종교합접촉력이 더 강하여, 더 짧은 시간
에 폐구가 이루어지며 최종 접촉시에 보다 강한 힘을 
유지한채 최대 교합상태를 끝내는 양상을 보였다. 이
환측과 교합접촉 시간, 교합 접촉 힘등의 교합양상과
는 관계가 미약하였으며, 최대 접촉력이 가해진 시기
에서 우측이 이환측이면 우측에, 좌측이 이환측일 경
우 좌측에 집중되는 좌,우 악궁간 불균형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측두하악장애를 가진 경찰 종사
자들의 하악 운동에 보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습관적
인 최대 교합상태에서의 보다 적은 힘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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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lusal Analysis in the Policemen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Using T-scan Ⅱ System

 

Hyun-Dae Lim
1, D.D.S.,M.S.D., Seung-Ah Jung2, D.D.S.,M.S.D.,Ph.D., 

You-Mee Lee
1, D.D.S.,M.S.D.,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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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Dentistry, National Police Hospital2

  This study suggested correction of excessive mouth opening or maximum occlusal contact to analyse occlusal contact 

time, occlusal contact number and force through evaluation of occlusal pattern in policemen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he community of policemen influence on temporomandibular disorder's development and progress due to other 

condition of mouth opening and maximal occlusal contact. Repeated training or changes of usual life style may cause 

imbalance of stomatognathic system including the masticatory muscle, then develop or aggravate pain of 

temporomandibular joints and associated structures. 

  This study uses T-scan Ⅱ system(Tekscan Co., USA) for evaluation on occlusal pattern may influenc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then the subjects take a sensor at 20 mm opening for maximal occlusal contact force. 

The policemen with temporomandibualr disorders get more long time on maximum contact timing, more short on end 

contact timing, and more force on end contact force than general society's. So they get closure of mouth with more short 

time and more force, then transfer remaining load to temporomandibular joint.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s 

between affected side and occlusal pattern of occlusal contact time and force. There are Left -right dental arch imbalances 

seems on Rt. dental arch if affected side is right and Lt. dental arch if affected side is left.

In above results, It's worth due consideration that policemen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get more smooth 

mandibualr movement and less force on maximal occlusal contact position. 

Key words : T-scan Ⅱ system, Occlusal analysis, Maximum occlus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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