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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에 한 사 지식이 기치료에 미치는 향

부산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 교실

옥승 ․서 직․태일호․고명연․안용우

  측두하악장애의 기여요인  인지요인이 환자 기치료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해 2007년 6월에서 8월까지 부

산 학병원 구강내과를 진 방문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받은 178명에게 자체 제작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모든 

문항에 해 성실히 답을 기입한 120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질환에 한 

이해도가 기치료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보다 질환에 한 이해도가 높은 경향을 보 다

(P=0.129).

2.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의 고득 자 비율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환자군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 다(p=0.098)

3. 평균 수 이상군과 이하군에서 특진선택율, LDC(local dental clinic)선방문율, 기치료후 재내원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4. 재내원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군에서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많았으며 (p=0.005), 특진의사 선택

율(p=0.101), LDC 선방문율(p=0.107) 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환자들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질환에 한 이해도가 

증상의 개선과 직 으로 연 되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며 측두하악장애의 복잡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주제어: 기여요인, 인지요인, 측두하악장애

1)Ⅰ. 서    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

는 귀앞부 의 턱 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두통을 

포함한 두경부 동통장애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개하악장애라고도 한다. 작근  측두하악  

부 의 많은 임상 인 문제를 포함하는 포 인 용

어로서 구강안면부 에서 비치성 동통의 주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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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으로 알려져 있다.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은 매우 다양

하며 원인 한 매우 복합 이라서 단순하고 보편

인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으로 원인 

는 병인이라는 용어 하에 근하며 특히 임상 으

로 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기여요인이라는 

용어로 표 한다.1-2)

  측두하악장애의 기여요인은 그 수가 많고 다양하

며 서로 연 이 있어서 이들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작

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환자를 

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측두하악장애 환자에 한 

양질의 효과 인 치료를 제공하는 열쇠가 된다. 임상

에서의 큰 혼란은 임상가의 주의와 통제를 벗어난 요

인들이 있어서 표 치료원안(standard treatment 

protocol)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

다. 기여요인들은 증상을 유발 혹은 지속시킬 수 있으

며, 질병의 부산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기여요인에

는 직 요소로서 행동요인, 생물학 요인, 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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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간 요소로서 사회 요인, 인지요인, 정서

요인이 있는데 이들을 병인이 아닌 기여요인이라 부

르는 것은 일반  기여요인의 역할에 한 한 연

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직, 간 으로 나 는 것 한 

실용 인 이유에서이다. 기여요인들은 성공 인 치료

를 어렵게 하므로 모두 찾아내야 한다. 요인들을 문제

목록의 일부로 인지한 후 기여요인들을 신체요인과 

함께 통합하여 다루어야 장기 으로 성공 인 치료

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한 가지 요인만을 취

하는 것은 즉각 인 증상의 경감이나 지속 으로 동

통을 제거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행동

요인과 사회심리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때때로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2)
 

  여러 기여요인들 에서 인지요인은 간  기여

요인으로 종종 정서요인을 동반하여 질환을 개선하

는데 비생산 으로 작용하는 어떤 지배 인 사고과

정이나 태도를 포함한다. 환자들은 그들의 증상의 원

인과 치료방법에 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혼란과 문제에 한 이해부족이 만

성 동통환자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동기유

발을 감소시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게 할 수 

있다. 일반 인 가정의 결과로 비 실 인 기 와 다

른 인지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지속

인 통증을 지니는 환자들은 특히 치료 기에 참을성

이 없고 치료결과에 해 비 실 이며 완 하고도 

즉각 인 치료를 기 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이나 사

회  상황 때문에 안락함 혹은 미래를 즐길 그들의 

능력에 해 의심해온 환자들 한 동기유발이 조

하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료

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의 계, 치료

계획, 후 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2)
 그

러므로 치료  환자의 평가에서 질환에 한 이해를 

평가하는 것은 기여요인 악에 있어 무척 요한 항

목이 될 것이라 단된다. 

  이에 환자의 치료 의 측두하악장애에 한 사

지식이 높다면 기치료에 한 환자의 호응이나 치

료결과가 정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

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환자의 측두하악장애에 

한 이해 혹은 오해가 성별, 연령, 만성도, 교육수  

등과 어떤 상 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았고 이러

한 것들이 환자가 보다 더 나은 의료기 이나 특진의

사(교수)를 찾는 것에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

시 측두하악장애에 한 설명  주의 사항에 해 

설명을 듣고 나서, 기본 인 보존  치료를 시행한 후

에 재내원율에 한 조사를 시행하 고, 재내원환자

 진 시에 비해 증상이 개선된 군과 그 지 않은 

군으로 나 어 각각의 상 계를 비교분석해보았다. 

Ⅱ. 연구 상  연구방법

  2007년 6월에서 8월까지 부산 학병원 구강내과를 

진 방문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받은 178명에게 

자체 제작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모든 문항에 

해 성실히 답을 기입한 120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이것이 진시의 환자

의 심리상태와 어떤 상 성을 형성하는지 알아보고

자 하 다. 2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양식은 다음

과 같으며 얻어진 자료는 SPSS 12.0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1-5번의 문항은 원인, 6-10은 증상, 11-15는 치료, 

16-20번은 방과 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0

문항의 설문지에 한 과학  근거는 다음과 같다.  

  행동요인은 규칙 인 행동, 습 , 행 들로 동통증

후군에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동통증후군을 지

속시키는데 직 인 향을 미친다.3-6) 이와 같은 것

의 빈번하고 외상 인 원인으로는 구강 악습 이 있

는데, 이갈이, 껍씹기, 턱을 방으로 내 거나 후방

으로 내미는 것을 포함하며 그 밖의 생활양식 습 , 

즉 불규칙한 식사, 양이 결핍된 식사, 는 카페인

의 과량복용 등도 만성 두개안면동통과 련이 있

다.7) Kendall8-9)은 불량 자세성 행동, 즉 머리를 상당

히 앞 는 으로 두는 것, 늘 어깨를 움츠리는 것, 

는  내 기 습  등은 턱과 목의 근육과 을 

긴장시킬 것이라고 하 으며 화기를 턱과 어깨 사

이에 끼고 통화하는 습 , 불량한 작업자세 등도 만성 

근막동통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정서  기여요인은 치료를 어렵게 하거나 간

으로 다른 기여요인을 지속시키는 장기 인 부정  

정서를 포함한다. 이것이 간 으로 동통에 향을 

다고 여겨지나 분노,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지속  

정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계를 나쁘게 하고 근긴장

을 증가시키며 임상  문제에 한 충분한 이해를 방

해하고 변화에 한 욕구나 동기유발을 감소시켜 환

자의 호응도에 향을 미친다. 턱 과 두개안면 동

통환자에서 IMPATH(Interactive Microcomputer 

Patient Assesment Tool for Health: 컴퓨터를 이용

한 환자의 건강을 평가하는 로그램)를 이용한 연구

에서는 좌 , 과민감, 불안 등이 가장 흔한 정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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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성명:

차트번호:

*다음은 턱  장애와 련된 질문입니다. 질문과 련하여 O 혹은 X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턱 과 련된 통증이 올수 있다.

2. 정서 인 문제들(불안,우울,긴장)은 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3. 한쪽으로만 식사를 오래하면 턱  장애가 생길 수 있다.   

4. 취침 의 이갈이는 턱  장애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치열이 가지런하지 못하면 턱  장애가 생긴다.

6. 허리나 목이 아  것은 턱  장애가 그 원인일 수 있다.

7. 턱  장애는 두통의 원인일 수 있다.

8. 턱  장애가 생기면 얼굴의 형태가 틀어질 수 있다.

9. 입을 크게 벌리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귀 앞쪽에서 소리가 난다면 턱 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10.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면부가 뻐근하거나 불편한 것은 턱 장애의 신호일 수 있다.

11. 턱  장애는 완벽한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개선되면 재발하지 않는다.

12. 턱  장애는 수술 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13. 턱  장애는 치료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더 진행되는 질환이다.

14. 안면부 근육에 한 물리치료는 턱  장애의 훌륭한 치료법이다.

15. 수면 의 이갈이는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다. 

16. 음식을 씹을 때 좌우 양측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한쪽만 사용하는 것보다 턱  방에 좋다. 

17. 평소에 껌을 씹어서 턱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턱  장애를 방할 수 있다.

18. 상실된 어 니가 있는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해 넣는 것은 턱  장애를 방하는 좋은 방책이다.

19. 올바른 자세는 턱  장애를 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20. 평소에 입을 약간 벌려서 치아끼리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은 턱  장애를 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들이었고, 우울을 나타내는 외래환자의 60-65%가 

동시에 동통을 호소하 다.10) 한 측두하악장애에 

한 정신장애의 련성은 아직 연구와 증명을 필요

로 하지만 임상  보고들은 기존의 정신과  질병으

로 인한 심리 인 갈등과 정서  고통이 측두하악장

애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거나,

혹은 측두하악장애에 응하여 강화될 수도 있다는 

을 이야기하고 있다.11-13)

  Reinhardt14) 등은 편측 작을 하는 사람들이 TMD

의 증상  징후가 더 흔하게 찰된다고 하 다. 

Kumai15) 는 TMD가 환자가 습 으로 작하거나 

혹은 선호하는 작측에서 더 쉽게 발생하며 이상기

능 측에 한 과활성으로 그것이 TMD의 원인이라고 

보고하 다.

  일반 으로 교합과 측두하악장애의 계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계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교합상태가 항상 측두하악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16)
 한 최근의 연

구와 문헌 고찰에 의하면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으로

서 교합의 역할이 크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17) 

  연 통은 감각이 그것과 련되어 있는 신경에서 

느껴지지 않고 련되어 있는 신경의 다른 가지나 

으로 다른 신경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일반 으로 통증은 두측(cephalad)으로 진행되며 미

측(caudal)으로 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에서 두통

이 측두하악장애와 련된 흔한 증상이라고 보고하

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두하악장애 치

료가 두통을 상당히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 다.18)

  Nakagawa19)등은 턱  디스크의 변 나 탈구가 

하악의 변 와 련성이 있다고 보고하 고, Steed
20)

는 안면비 칭이 TMD의 인지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Schellhas21)등은 방사선학 으로 편측 하악

과두의 퇴행성골 염을 가진 환자의 이부가 이환

측으로 변 되어 있음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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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시 발생하는 단순 음은 원  장애나 

내장이라고 하는 것의 기 단계를 나타낸다. 기능

으로 변 된 원 은 하악의 정상 인 활주운동 

동안 하악과두가 원 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음을 발생시킬수 있다. 한 측두하악 이 퇴행

성 질환, 즉 골 염에 이환되면 가장 흔하게 나

타나는 증상은 염발음이다.
22)

  많은 연구들은 야간, 즉 수면 의 이상기능 활동이 

매우 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악물기나 

이갈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등척성의 이

상기능활동은 근조직 내의 정상  류를 방해하며 

그 결과 근조직내 이산화탄소와 세포 사 부산물의 

양이 증가하여 근피로, 동통  근경련의 증상을 유발

할 수 있다.23)

  Rammelsberg24)등은 TMD로 진단받은 환자 165명

의 5년 동안 찰된 재발된 경우가 60명으로 36%에 

해당한다고 보고하 다. 한 국내에도 재발된 측두

하악 장애 환자의 처치와 련된 많은 임상 논문

들이 있다.
25-26)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련된 많은 장기간의 데

이터들은 보존 인 치료와 비보존 인 치료에서 비

슷한 성공률(70-85%)을 보 으며 환자처치에 있어서 

논리  근은 보존 이고 가역 인 치료를 먼  시

행한 후 이것이 장애를 히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에만 비보존 이고 비가역 인 수술  요법을 선택

하는 것이다.27)

  측두하악장애는 최근의 연구에 의해 제시되는 바

와 같이 종종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완화되거나 자기 

한정 이거나 혹은 동성의 결과를 나타낸다. 측두

하악장애의 자연 인 병력이나 경과에 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성 이고 장애성의 

낭내 측두하악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28-29)

  물리요법은 최 치료와 함께 통상 으로 시행되는 

일련의 보조요법으로 많은 측두하악장애의 성공  

치료에 요한 부분이다.30-32) 비록 잘 계획된 임상  

실험들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여 히 효과 이고 

보존 인 치료법으로 인식되고 있다.33-34)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해서 이갈이로 인한 유해한 

결과를 막아내고
35)
 잠들기 에 소량의 삼환성 항우

울제 투여로 수면주기를 변화시켜 이갈이 활성을 감

소시킬 수는 있다36)고 하나 이갈이를 구히 제거하

는 치료법은 아직 없다. 

  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장기간동안 최소한의 병  

효과를 야기하는 기능  최 교합을 살펴보면 그  

하나가 바로 가능한 많은 구치를 소유하여 하악을 안

정화시키고 교합되는 치아의 수를 증가시켜 각 치아

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킴으로 손상가능성을 이

는 것이다. 이것은 하악 폐구시의 최  교합상태가 가

능한 많은 치아의 균등한 동시 에 의해 이루어지

며 이러한 교합 계가 기능시 치아에 가해지는 힘의 

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하악에 최  안정성을 부여

함을 의미한다.37)

  자발  회피에 의한 치료법으로 환자가 비기능  

치아 과 근활동과다를 인지하면 치료가 시작가능

하다. 환자에게 작, 연하, 화시 이외에 치아가 

될 경우 재빨리 이개하도록 교육시킨다. 이 상태가 

작, 연하, 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하악 치

이며 턱이 가장 이완된 치이며 이 휴식 는 근활성

과 그에 따른 근육통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내 압력을 최소화하여 회복을 진한다.38)

Ⅲ. 연구성

1. 평균 수 

  원인, 증상, 치료, 방  총 의 체 평균을 확인

하 다(Table 1). 각각의 항목은 5  만 으로, 총

은 20  만 을 기 으로 하 다.

2. 교육정도에 따른 평균 수

  20세 이상의 환자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사람

은 22명이었고 문 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

은 63명이었다(Table 2).  

3. 수 별 분포양상

  수 에 따른 환자의 분포양상은 Table 3과 같다. 

4. 평균 수에 따른 환자의 선택사항 비교

  평균 수에 따라서 특진의사(교수)선택율, 개인치

과의원(local dental clinic, LDC)선방문율, 재내원율

을 비교해보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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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Symptom Treatment Prevention Total

3.37±1.09 3.73± 0.77 2.61± 1.20 3.82± 1.02 13.53±2.69

Table 1. Average score of each category

Cause Symptom Treatment Prevention Total

High school 
graduate(N=22)

 3.14 ±1.07  3.72 ±0.83  2.32 ±1.25  3.86 ±0.94  13.05 ±2.59

In junior college or 
more(N=63)

 3.52 ±0.97  3.89 ±0.72  2.60 ±1.20  3.97 ±0.92  13.98 ±2.43

P
* 0.129 0.386 0.345 0.648 0.129

Table 2. Average score by scholarship difference 

Score
Sex Age Chronicity Scholarship

Male Female <30 ≧30 Acute Chronic H C

0-5 0(0%) 1(1.3%) 1(1.3%) 0(0%) 1(1.6%) 0(0%) 0(0%) 0(0%)

6-10 5(12.5%) 11(13.7%) 8(11%) 8(17%) 8(13%) 8(14%) 3(14%) 7(11.2%)

11-15 26(65%) 48(60%) 46(63%) 28(59.6%) 35(56.4%) 39(67%) 17(77%) 36(57.1%)

16-20 9(22.5%) 20(25%) 18(24.7%) 11(23.4%) 18(29%) 11(19%) 2(9%) 20(31.7%)

Total 40(100%) 80(100%) 73(100%) 47(100%) 62(100%) 58(100%) 22(100%) 63(100%)

P
* 0.973 0.790 0.342 0.098

*Acute: Suffer no more than 6 months

 Chronic: Suffer more than 6 months

 H: High school graduate

 C: In Junior college or more

Table 3. Distribution of people by score range

Professor LDC Re-visit

Under average

(N=47)
9(19%) 20(43%) 21(47%)

Over average

(N=73)
17(23%) 37(50.7%) 43(59%)

P* 0.756 0.395 0.181

*Professor: People who chose treatment by professor

 LDC: People who had visited local dental clinic before came to PNUH(Pusan National University of Hospital) 

 Re-visit: People who visited again after first treatment 

Table 4. Comparison of patients' choices by averag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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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S 

(1st visit)

 Age  Sex  Chronicity  Scholarship  Doctor  LDC

 <30 ≧30  M F  A C  H C  P N  V N

unimproved

(N=23)
5.74±2.16  18 5  6 17  9 14  2 21  11 12  14 9

improved

(N=41)
5.09±1.82  29 12  12 29  23 18  19 22  10 31  15 26

p
* 0.202  0.719  1.000  0.297  0.005  0.101  0.107

*NRS: numerical rating scale

 Sex: M-male, F-female

 Chronicity: A-acute, C-chronic

 Scholarship: H-high school graduate, C-in Junior college or more

 Doctor: P-people who were treated by professor, N-not treated by professor

 LDC: V-People who had visited local dental clinic(LDC) before came to PNUH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Hospital).

N- not visited LDC 

Table 5. Comparison of characters between improved and unimproved group who had re-visited our clinic

5. 재내원 환자  미개선군과 개선군의 특징 비교분석

  재내원 환자  증상이 개선된 군과 개선되지 않은 

군으로 나 어 각각의 특징들에 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Table 5).

Ⅳ. 총   고찰

  20개의 문항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13번 문항으로서 진시 측두하악장애로 진

단받고 보존  치료를 시행한 후 의사의 재내원 권유

에도 불구하고 재내원하지 않은 군에서는 56명  2명

이, 진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받고 보존  치료를 

시행한 후 의사의 권유에 응하여 재내원한 군에서는 

64명  10명만이 정답을 제시하 다. 13번 문항은 측

두하악장애의 자기한정 인 성격에 한 질문으로서 

다수의 환자들이 이 질환이 계속 진행되고 더 나빠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3번 문항의 높

은 난이도는 원인, 증상, 치료, 방의 항목  치료

역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선택되었으며 이에 다른 

역들에 비해 치료 역의 수가 상 으로 낮게 나

타났다(Table 1).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이 고졸 이

하의 환자들보다 설문지에 한 이해도가 높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Table 2, p=0.129). 성별이나 연령, 만

성도 등은 환자의 수 별 분포에 향을 주지 못했

으며 문  재학이상의 학력 군에서 고득 자의 비

율이 높은 경향을 보 으나(Table 3) 통계학 인 유

의성은 없었다(p=0.098). 평균 수(13.53)이상인 군과 

이하인 군에서 특진의사 선택율과 LDC 선방문율, 재

내원율을 비교해 보았지만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Table 4) 이것은 질환에 한 이해도가 

기 치료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는 

사실이었다. 

  재내원 환자를 미개선군(N=23)과 개선군(N=41)으

로 나 어 비교해보았다(table 6). 진시 환자가 느

끼는 증상에 한 심도, 연령, 성별, 만성도 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특진의사를 선택한 경우와(p=0.101), 

LDC 선방문한 경우에 (p=0.107) 환자의 증상이 잘 개

선되지 않는 경향을 보 다. 교육 정도에 따른 차이에

서는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환자가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05). 

  고학력자일수록 측두하악장애에 한 이해도는 높

은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이것이 증상의 개선과 직

으로 연 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진의사에 의한 

기 치료 후 증상의 개선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의

사의 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특진 

치료를 원한 환자의 어떤 심리 인 문제와 상 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동요인과 사회심리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때때로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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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것은 LDC를 선방문한 환자의 증상 개선율이 낮

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

다. 질환에 한 이해의 정도가 측두하악장애 치료의 

기에 특별한 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았다. 

  환자들의 측두하악장애에 한 이해도는 상보다 

높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특정 질문 

항에 한 과신 혹은 무지 그 자체가 통증을 유지,악

화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무분별

한 의료정보의 범람 속에 특히 측두하악장애에 한 

오해로 고생하는 환자와, 잘못된 정보를 과신하며 내

원한 환자를, 설득하고 교육시키는데 드는 의사의 노

력과 시간  비용 한 무시할 수 없다. 정서  기여

요인은 치료를 어렵게 하거나 간 으로 다른 기여

요인을 지속시키는 장기 인 부정  정서를 포함한

다. 이것이 간 으로 동통에 향을 다고 여겨지

나 분노,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지속  정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계를 나쁘게 하고 근긴장을 증가시키며 

임상  문제에 한 충분한 이해를 방해하고 변화에 

한 욕구나 동기유발을 감소시켜 환자의 호응도에 

향을 미친다.10) 측두하악장애에 해 환자가 오해

하기 쉬운 사항들에 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책자 

등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에 한 념을 바꾸게 하는 

것은 하나의 잘못된 인지  기여요인을 제거하는 것

으로 치료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

지만 이 한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모든 

문항 하나하나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헌 고찰을 

통한 명확한 근거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측두하악장애의 기여요인은 그 수가 많고 다양하

며 서로 연 이 있어서 이들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작

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환자를 

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측두하악장애 환자에 한 

양질의 효과 인 치료를 제공하는 열쇠가 된다.1-2) 이

번 설문에서는 환자의 진시 턱 에 한 사 지

식이 기 치료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질

문의 난이도 조 에 문제가 있었으며 질문항목이 20

개로 미비하 고 더 많은 질문 항을 만들지 못한 것, 

체 참여 환자수가 생각만큼 모이지 못했던 것, 장기

간의 내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등이 아쉬운 

으로 남았다. 

V. 결    론

  2007년 6월에서 8월까지 부산 학병원 구강내과를 

진 방문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받은 120명의 환

자를 상으로 질환에 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 으며 조사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이 고졸 이

하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보다 질환에 한 이해도

가 높은 경향을 보 다(P=0.129).

2.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의 고득 자 

비율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환자군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p=0.098)

3. 평균 수 이상군과 이하군에서 특진선택율, 

LDC(local dental clinic)선방문율, 기치료후 재

내원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4. 재내원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군에서 문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많았으며

(p=0.005), 특진의사 선택율(p=0.101), LDC 선방문

율(p=0.107) 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환자들  문  재학이상

의 학력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질환에 한 이해도가 증상의 개선과 직 으로 

연 되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며 측

두하악  장애의 복잡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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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stablished-Knowledg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on Initial 

Treatment

Seung-Joon Ok, D.D.S., Bong-Jik Suh, D.D.S.,M.S.D.,Ph.D.,

 Il-Ho Tae, D.D.S.,M.S.D, Myung-Yun Ko, D.D.S.,M.S.D.,Ph.D., Yong-Woo Ahn,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re was a research to make it sure that among the contributing factors, the cognitive factor affects on 

TMD(temporomandibular disorders) or not, we used a  questionnaire on new TMD 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Hospital(PNUH).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patients' understanding 

of the TMD. 120 patients who visited PNUH from 2007 June to August were tested and following are the results. 

1. Those who were in Jr. college or had higher scholarship showed higher understanding than those with final graduation 

of high school or had lower scholarship(p=0.129).

2. Percentage of high scorers (score of 16～20) were in Jr. college or had higher scholarship than those with final 

graduation of high school or had lower scholarship(p=0.098).

3. Both in those who scored higher than average and in those scored lower than averag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ate of previsit to local dental clinic, selection of special treatment(by professor), and attendance to next visit after 

their conservative treatment. 

4. Patients who claimed that their symptom did not change after conservative treatment showed higher rate of pre-visit 

to local dentist(p=0.107) and selection of special treatment(by professor)(p=0.101) and many of them were in Jr. college 

or had higher scholarship(p=0.005).

5. The fact the patients who claimed their symptoms did not changed or got worsen had a tendency of higher scholarship 

showed that understanding of the TMD has little to do with the improvement of symptom and that TMD is a very 

complicated disease.

Key words: Contributing factor, Cognitive factor, T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