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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증상자의 성격유형검사(MBTI)

신구대학 치기공과

박혜숙

측두하악장애증상 및 기여요인과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경기도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199명(평균연령

21.0±2.9세, 남자 73명, 여자 126명)을 대상으로 MBTI 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비율 및 한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자의 기여요인 수 평균치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ISTP와 ISFP는 다른 성격유형들에 비해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과 한 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사람의 비율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감정형(F)이 사고형(T)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개구시

악관절부 동통 증상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4. 이악물기 습관과 스트레스는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고(p<0.05), 껌 씹는 습관은 외향성(E)이 내향성

(I)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p<0.05).

5. 편측저작습관은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p<0.05).

6. 성격이 느긋한 편이거나 보통인 경우보다는 예민한 편이거나 신경질적인 경우가 측두하악장애 증상수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p<0.001).

7. 보통 성격이 다른 성격들에 비해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01).

결론적으로 측두하악장애는 개인의 성격과 관계가 있으므로 환자의 성격 유형을 고려한 상담과 교육의 활용이 측두하악

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측두하악장애, 성격, MBTI, 설문지

1)Ⅰ. 서 론

측두하악장애는 악안면 근육, 측두하악관절 및 그

와 관련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장애들을 포함

하는 복합적 용어
1)
로서 측두하악관절의 동통, 저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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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의 동통이나 불편감, 경부근통, 하악운동의 제한, 악

관절에서의 잡음, 과두걸림, 저작곤란, 그리고 두통

등의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2). 현재 측두하악

장애의 원인으로는 저작계의 구조적, 기능적 부조화

그리고 심리적 요소가 다면적으로 작용하고
3)
, 구강

악습관, 이갈이와 같은 행동요인, 외상과 같은 생물학

적 요인, 환경요인, 스트레스원과 같은 사회적 요인,

인지요인, 불안과 같은 정서요인 등의 기여요인이 측

두하악장애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인간이해를 위한 비

진단적 성격검사 도구이다.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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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부에는 일정한 일관성과 질서가 있다고 보는

Jung의 이론을 바탕으로 Myers와 Briggs는 20여 년

간에 걸친 인간관찰을 통해 Jung의 이론의 타당성을

확증하여 심리기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

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시도로서 MBTI를 만들게 되

었다. MBTI에서는 Jung의 외향성(Extroversion)-내

향성(Introversion), 감각(Sensation)-직관(iNtuition),

사고(Thinking)-감정(Feeling) 선호지표 외에도

Jung이 단지 언급만하고 지나간 판단(Judging)기능

과 인식(Perceiving)기능을 강화하여 네 가지 선호지

표 중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네 가지 선호지표 중

각 개인이 선호하는 네 가지 선호성으로 16가지의 성

격유형을 분류하였다
5)
.

측두하악장애는 정신신체질환(Psychosomatic

disorder)으로서 개인의 성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6)
.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를 이용한 보고
7)
에서 측두하

악장애환자는 대조군에 비하여 불안, 긴장, 신경과민,

우울, 강박관념,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측두하

악장애환자의 뇨 중에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catecholamine농도가 상승한다고 하였다8).

한편 국내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Revision, SCL-90-R)를 이용한 연구
9)
에서

측두하악장애환자군의 신체화, 강박증, 불안, 적대감

척도 평균 T점수가 대조군보다 높다고 하였으며, 이

등
10)
은 이갈이환자의 성격유형검사(MBTI)에서 분명

한 성격유형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는 경기

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하여 측두하악장애증상과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기여요인들에 대한 설문 조사와

성격유형검사(MBTI)를 실시하여 측두하악장애증상

및 기여요인과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측

두하악장애의 개인별 원인 및 치료대책 마련에 도움

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남자 73명(평균연령

21.7±3.3세), 여자 126명(평균연령 20.5±2.6세) 등 모

두 199명(평균연령 21.0±2.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2. 연구방법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학생들의 강의실을

방문하여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택과 심혜숙
11)
이 표준화과정을 거쳐 한국판

MBTI로 제작한 자가채점용 MBTI GS형을 이용하였

다.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는 마음의 기능(S,N,T,F)과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E,I),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J,P)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된 94문항에 대해

서 해당학생들에게 자신의 편안하고 자연스런 경향을

보고자 하므로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좋고 나쁜 것이

없음을 이해시키면서 응답의 두 항목 중 자신의 선호

경향에 가까운 항목에 표하도록 지도하였다. 검사시

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하였는데 개인에 따라 약

15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한 측두하악장애의 주관적 증상으로 볼 수 있는

10가지 항목(항목번호 1, 2, 3, 4, 5, 6, 7, 9, 10, 13)과

그 기여요소로 볼 수 있는 9가지 항목(항목번호 8, 11,

12, 14, 15, 16, 17, 18, 19)과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자

신의 성격 유형(항목번호 20)을 포함한 모두 20개 항

목이 적혀있는 설문지(Fig. 1)를 배부하여, 해당학생

들에게 각 항목들의 정의를 설명한 후 본인들이 직접

해당항목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기록하게 지도하

였다. 이 설문지는 미국 구강안면동통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Orofacial Pain)에서 추천한

간이설문
12)
과 Nilner

13)
의 방법을 응용해 구성하였다.

기록된 자료를 수집하여 Excel로 코딩작업 후 SAS

9.2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양쪽 선

호경향간의 측두하악장애증상 수와 기여요인 수의

평균 비교는 two sample t-test로, 측두하악장애증상

가진 자와 기여요인 가진 자의 비율비교는 Pearson's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로, 성격유

형별 측두하악장애증상 수와 기여요인 수의 평균 비

교는 일요인 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유의

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Sex No. & % of Subjects mean age(unit:yrs)

Men 73(36.7) 21.7±3.3

Women 126(63.3) 20.5±2.6

Total 199(100.0) 21.0±2.9

No. : Number

( ) : %

Table 1. Demograph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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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다음 설문사항은 여러분들의 양측 턱관절(귀 앞부분 관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은 우리나라 턱관절 치료에 귀중

한 자료가 될 것이며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명 : 학과명 : 학년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1. 하품할 때와같이 입을 크게 벌릴 때 귀 앞부분(턱관절)이 아프거나 입 벌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 턱이 빠지거나 턱이 무엇엔가 걸린 듯한 느낌 또는 그로인해 입이 잘 안 벌어지고 턱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

까?

1) 있다 2) 없다.

3.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또는 턱을 움직일 때 턱이 아프거나 턱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4. 입을 크게 벌리거나 다물 때 귀 앞부분(턱관절)에서 소리가 납니까?

1) 소리가 난다. 2) 소리가 나지 않는다.

5. 턱이 주기적으로 뻣뻣하거나 피곤하다고 느낍니까?

1) 예 2) 아니오

6. 귀나 옆머리(관자놀이) 혹은 뺨부위에 통증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7. 자주 두통이 나타나거나 목덜미가 뻣뻣합니까?

1) 예 2) 아니오

8. 최근에 머리, 목 또는 턱 부위를 부딪치거나 외상 등의 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9. 이를 꽉 깨물 때 불편감이 있거나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집니까?

1) 예 2) 아니오

10. 턱의 근육이나 턱관절의 이상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1. 아래 윗니를 꽉 물고 있는 버릇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2. 잠잘 때 이를 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3.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관절 부위가 뻐근함을 느낀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4. 음식을 한 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5. 껌을 자주 씹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 턱을 자주 괴는 습관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7. 입술이나 볼 혹은 손톱이나 연필 등을 깨무는 버릇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8. 잠을 자고나도 개운하지 못하거나 불면증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9. 학교 성적이나 시험 또는 다른 문제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0. 자신의 성격은?

1) 느긋한 편이다. 2) 보통이다. 3) 예민한 편이다. 4) 신경질적이다.

Fig. 1. Form and Contents of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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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하나

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수는 149명으로 대상자의

74.9%로 나타났고 기여요인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수는 192명으로 대상자의 96.5%로 나타났고, 남

녀 간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2). 한가지 이상의 측

두하악장애 주관적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들 중에서

있다고 대답한 증상수의 평균치는 2.5±2.4개이며, 한

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대상자들 중에서 있다

고 대답한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는 3.5±1.6개로 여자

가 남자보다 높았다(p<0.05)(Table 2).

대상자들은 선호경향에서 외향성(E, 106명)이 내향

성(I, 93명)보다, 감각형(S, 165명)이 직관형(N, 34명)

Sex

No. & % of

Subjects with

subjective symptoms

No. & % of

Subjects with

contributing factor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

Men 52(71.2) 69(94.5) 2.1±2.3 3.2±1.5

Women 97(77.0) 123(97.6) 2.7±2.4 3.7±1.6

Total 149(74.9) 192(96.5) 2.5±2.4 3.5±1.6

p-value 0.3673 0,2632 0.0845 0.0344*

( ) : %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for prevalence

* p-values were completed by t-test for mean scales

Table 2. Prevalence and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sex No. : Number

E-I

(No./%)

No. & % of

Subjects with

subjective symptoms

No. & % of

Subjects with

contributing factor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

Extroversion

(106/53.3)
77/72.6 103/97.2 2.5±2.5 3.5±1.6

Introversion

(93/46.7)
72/77.4 89/95.7 2.4±2.3 3.6±1.6

p-value 0.4382 0.7075 0.7300 0.5574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for prevalence

* p-values were completed by t-test for mean scales

Table 3. Prevalence and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preference index E-I (No./%), No. : Number

보다, 사고형(T, 130명)이 감정형(F, 69명)보다, 판단

형(J, 117명)이 인식형(P, 82명)보다 수가 많았다

(Table 3, 4, 5, 6).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

의 비율 및 한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대상자들

중에서 있다고 대답한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3).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비율, 한 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자의 비율, 한가지 이상의 기

여요인을 갖는 대상자들 중에서 있다고 대답한 기여

요인 수의 평균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4).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

고 있는 자의 비율, 한 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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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No./%)

No. & % of

Subjects with

subjective symptoms

No. & % of

Subjects with

contributing factor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

Sensation

(165/82.9)
127/77.0 161/97.6 2.5±2.3 3.6±1.6

iNtuition

(34/17.1)
22/64.7 31/91.2 2.6±2.9 3.4±1.7

p-value 0.1333 0.0981 0.7790 0.5958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for prevalence

* p-values were completed by t-test for mean scales

Table 4. Prevalence and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preference index S-N (No./%), No. : Number

T-F

(No./%)

No. & % of

Subjects with

subjective symptoms

No. & % of

Subjects with

contributing factor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

Thinking

(130/65.3)
100/76.9 126/96.9 2.3±2.3 3.6±1.6

Feeling

(69/34.7)
49/71.0 66/95.7 2.8±2.6 3.5±1.5

p-value 0.3604 0.6953 0.2476 0.7454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for prevalence

* p-values were completed by t-test for mean scales

Table 5. Prevalence and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preference index T-F (No./%), No. : Number

J-P

(No./%)

No. & % of

Subjects with

subjective symptoms

No. & % of

Subjects with

contributing factor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

Judging

(117/58.8)
85/72.7 113/96.6 2.5±2.5 3.4±1.6

Perceiving

(82/41.2)
64/78.1 79/96.3 2.4±2.3 3.7±1.6

p-value 0.3874 1.0000 0.6956 0.2181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for prevalence

* p-values were completed by t-test for mean scales

Table 6. Prevalence and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preference index J-P (No./%), No. :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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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ypes

of personality

No. & % of

Subjects
No. & % of

Subjects with

subjective

symptoms

No. & % of

Subjects with

contributing

factor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Men Women

ISTJ
39(19.6)

30(76.9) 37(94.9) 2.2±2.1 3.4±1.6
13(33.3) 26(66.7)

ISTP
17(8.5)

15(88.2) 17(100.0) 2.8±2.8 4.0±1.5
10(58.8) 7(41.2)

ESTP
16(8.0)

12(75.0) 16(100.0) 1.7±1.5 4.0±1.3
4(25.0) 12(75.0)

ESTJ
41(20.6)

30(73.2) 41(100.0) 2.4±2.4 3.4±1.6
13(31.7) 28(68.3)

ISFJ
14(7.0)

11(78.6) 13(92.9) 3.4±2.5 3.9±1.6
5(35.7) 9(64.3)

ISFP
7(3.5)

6(85.7) 7(100.0) 1.7±1.1 3.9±1.7
2(28.6) 5(71.4)

ESFP
19(9.6)

15(79.0) 18(94.7) 2.4±1.9 3.5±1.6
5(26.3) 14(73.7)

ESFJ
12(6.0)

8(66.7) 12(100.0) 3.3±3.4 3.2±1.3
4(33.3) 8(66.7)

INFJ
1(0.5)

0(0) 1(100.0) 0 5.0±0
0(0) 1(100,0)

INFP
5(2.5)

3(60.0) 5(100.0) 2.0±2.3 3.6±1.3
2(40.0) 3(60.0)

ENFP
7(3.5)

4(57.1) 6(85.7) 3.9±3.9 2.7±1.8
4(57.1) 3(42.9)

ENFJ
4(2.0)

2(50.0) 4(100.0) 2.3±3.3 3.3±1.3
1(25.0) 3(75.0)

INTJ
4(2.0)

3(75.0) 3(75.0) 1.5±1.3 2.3±1.7
3(75.0) 1(25.0)

INTP
6(3.0)

4(66.7) 6(100.0) 2.5±3.1 3.8±1.6
3(50.0) 3(50.0)

ENTP
5(2.5)

5(100.0) 4(80.0) 2.6±2.1 3.8±2.2
2(40.0) 3(60.0)

ENTJ
2(1.0)

1(50.0) 2(100.0) 4.0±5.7 5.0±1.4
2(100.0) 0(0)

p-value 0.7161 0.3254 0.7134 0.6050

( ) : %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for prevalence

* p-values were completed by one way ANOVA for mean scales

Table 7. Prevalence and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16 types of personality of MBTI No. :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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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율, 한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대상자들

중에서 있다고 대답한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에 관하

여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5).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비율 및 한가

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대상자들 중에서 있다고

대답한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6).

네 가지 선호지표의 조합에 의해 구분되는 16가지

성격유형 중에서 ESTJ가 2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이 ISTJ(19.6%), ESFP(9.6%), ISTP(8.5%), ESTP

(8.0%), ISFJ(7.0%), ESFJ(6.0%), ISFP(3.5%), ENFP

Item No.

No. & % of

Subjects
I E S N T F J P

1. 63/31.7 31/33.3 32/30.2 53/32.1 10/29.4 39/30.0 24/34.8 38/32.5 25/30.5

p-value 0.6342 0.7571 0.4900 0.7663

2. 46/23.1 18/19.4 28/26.4 37/22.4 9/26.5 30/23.1 16/23.2 30/25.6 16/19.5

p-value 0.2385 0.6103 0.9858 0.3128

3. 65/32.7 33/35.5 32/30.2 51/30.9 14/41.2 37/28.5 28/40.6 40/34.2 25/30.5

p-value 0.4268 0.2451 0.0828 0.5838

4. 79/39.7 37/39.8 42/39.6 65/39.4 14/41.2 54/41.5 25/36.2 44/37.6 35/42.7

p-value 0.9814 0.8466 0.4665 0.4713

5. 28/14.1 13/14.0 15/14.3 22/13.3 6/17.7 15/11.5 13/18.8 17/14.5 11/13.4

p-value 0.9722 0.5101 0.1586 0.8238

6. 33/16.6 11/11.8 22/20.8 28/17.0 5/14.7 19/14.6 14/20.3 21/18.0 12/14.6

p-value 0.0912 0.7466 0.3057 0.5361

7. 92/46.2 42/45.2 50/47.2 81/49.1 11/32.4 62/47.7 30/43.5 54/46.2 38/46.3

p-value 0.7768 0.0747 0.5704 0.9792

9. 24/12.1 12/12.9 12/11.3 17/10.3 7/20.6 12/9.2 12/17.4 13/11.1 11/13.4

p-value 0.7323 0.0936 0.0925 0.6233

10. 17/8.5 6/6.5 11/10.4 13/7.9 4/11.8 10/7.7 7/10.1 12/10.3 5/6.1

p-value 0.3229 0.4993 0.5558 0.3016

13. 32/16.1 15/16.1 17/16.0 26/15.8 6/17.7 17/13.1 15/21.7 15/12.8 17/20.7

p-value 0.9860 0.7848 0.1134 0.1348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Table 8. Frequency of subjective symptoms according to 4 pairs of preference index (No./%)

(3.5%), INTP(3.0%), INFP(2.5%), ENTP(2.5%),

ENFJ(2.0%), INTJ(2.0%), ENTJ(1.0%), INFJ(0.5%)

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이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주관

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ENTP, ISTP, ISFP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중 ISTP와

ISFP는 한 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사람의 비율

도 가장 높았으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7). 측두하

악장애 증상수의 평균치는 ENTJ, ENFP, ISFJ의 순

으로,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는 ENTJ, INFJ, ISTP,

ESTP의 순서로 높았으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7).

설문지의 총 20개 항목 중 측두하악장애의 주관적

증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10개 항목(항목 번호 1,

2, 3, 4, 5, 6, 7, 9, 10, 13)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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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은 관절음(39.7%)과 두통(46.2%)이며,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급성 부정교합 증상(12.1%)과 측두

하악장애 치료경력(8.5%)이었다(Table 8). 개구시 악

관절부 동통 증상이나 저작시나 말할 때의 악관절부

동통 증상은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8). 개구시 악관절

부 동통, 측두부 동통, 두통 증상은 감각형(S)이 직관

형(N)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8). 개구시 악관절부 동통, 저작시나 말할 때

의 악관절부 동통, 턱 피곤함, 측두부 동통, 급성 부정

교합 증상, 측두하악장애 치료경력, 기상 시 턱 뻐근

함 증상은 사고형(T)보다 감정형(F)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8). 개구시 악관절

부 동통, 과두걸림, 저작시나 말할 때의 악관절부 동

통, 턱 피곤함, 측두부 동통, 측두하악장애 치료경력

Item No.

No. & % of

Subjects
I E S N T F J P

8. 5/2.5 2/2.2 3/2.8 4/2.4 1/2.9 2/1.5 3/4.4 4/3.4 1/1.2

p-value 1.0000 1.0000 0.3435 0.6506

11. 22/11.1 15/16.1 7/6.6 20/12.1 2/5.9 16/12.3 6/8.7 14/12.0 8/9.8

p-value 0.0325* 0.3804 0.4393 0.6246

12. 32/16.1 16/17.2 16/15.1 26/15.8 6/17.7 20/15.4 12/17.4 20/17.1 12/14.6

p-value 0.6860 0.7848 0.7138 0.6420

14. 104/52.3 50/53.8 54/50.9 91/55.2 13/38.2 73/56.2 31/44.9 69/59.0 35/42.7

p-value 0.6911 0.0721 0.1313 0.0235*

15. 61/30.7 22/23.7 39/36.8 54/32.7 7/20.6 39/30.0 22/31.9 33/28.2 28/34.2

p-value 0.0449* 0.1621 0.7838 0.3709

16. 143/71.9 69/74.2 74/69.8 119/72.1 24/70.6 94/72.3 49/71.0 81/69.2 62/75.6

p-value 0.4928 0.8564 0.8469 0.3246

17. 95/47.7 44/47.3 51/48.1 77/46.7 18/52.9 61/46.9 34/49.3 50/42.7 45/54.9

p-value 0.9101 0.5048 0.7519 0.0914

18. 91/45.7 42/45.2 49/46.2 74/44.9 17/50.0 55/42.3 36/52.2 48/41.0 43/52.4

p-value 0.8804 0.5830 0.1836 0.1117

19. 118/59.3 62/66.7 56/52.8 98/59.4 20/58.8 79/60.8 39/56.5 69/59.0 49/59.8

p-value 0.0474* 0.9508 0.5616 0.9120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Table 9. Frequency of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4 pairs of preference index (No./%)

은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8).

설문지의 총 20개 항목 중 측두하악장애의 기여요

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9개 항목(항목 번호 8, 11, 12,

14, 15, 16, 17, 18, 19)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기여

요인은 편측저작습관(52.3%), 턱 괴는 습관(71.9%),

스트레스(59.3%)이며,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두경부 외상 경험(2.5%)이었다(Table 9). 이악물기

습관과 스트레스는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고(p<0.05)(Table 9), 껌 씹는 습관은 외

향성(E)이 내향성(I)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p<0.05)(Table 9). 이악물기 습관, 편측저작습관, 껌

씹는 습관은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9). 두경부 외상 경

험, 이갈이, 불면증은 사고형(T)보다 감정형(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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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y

type of

item 20.

No. & % of

Subjects

No. & % of

Subjects with

subjective symptoms

No. & % of

Subjects with

contributing factor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

1) relaxed 50(25.1) 38(76.0) 50(100.0) 2.0±1.8 4.3±1.6

2) general 70(35.2) 46(65.7) 66(94.3) 1.8±2.1 2.9±1.5

3) sensitive 65(32.7) 52(80.0) 62(95.4) 3.5±2.9 3.6±1.4

4) nervous 14(7.0) 13(92.9) 14(100.0) 2.9±1.9 3.9±0.9

p-value 0.0909 0.3131 0.0002*** <.0001****

( ) : %

* p-values were completed by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for prevalence

* p-values were completed by one way ANOVA for mean scales

Table 10. Prevalence and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4 types of personality of item number 20. No. : Number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9). 편

측저작습관은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높은 빈도

를 보였고(p<0.05)(Table 9), 이악물기 습관, 이갈이,

두경부 외상 경험도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9).

설문지 항목 20번에서 대상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성격 유형과

주관적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면 신경질적(92.9%), 예

민한 편(80.0%), 느긋한 편(76.0%), 보통(65.7%) 성격

의 순으로 주관적 증상의 발생빈도를 나타냈으며, 성

격이 느긋한 편이거나 보통인 경우보다는 예민한 편

이거나 신경질적인 경우가 측두하악장애 증상수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p<0.001)(Table 10). 또한 성

격 유형과 기여요인과의 관련성을 보면 보통 성격이

다른 성격들에 비해 기여요인의 발생빈도가 가장 낮

은 경향을 보였으며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도 가장 낮

게 나타났다(p<0.0001)(Table 10).

Ⅳ. 총괄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74.9%로

나타난 것은 한국인 대학생에서 한 가지 이상의 측두

하악장애 자각증상을 가진 경우가 53%라는 보고
14)
보

다 높은 결과이다(Table 2). 또한 한가지 이상의 기여

요인을 갖는 대상자들 중에서 있다고 대답한 기여요

인 수의 평균치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p<0.05), 구강 악습관 빈도에 관한 조사15)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온 결과와 관련이 있다

(Table 2).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선호경향에서 외향성(E,

53.3%)이 내향성(I, 46.7%)보다 수가 많았는데(Table

3), 이는 김 등
16)
의 대학생에 대한 성격유형연구에서

내향성(I, 56.35%)이 외향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상

반되는 결과이다. MBTI의 네 가지 선호지표 중 외향

성(E)-내향성(I) 지표는 주의집중과 에너지의 방향과

원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관심을 외

부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쏟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자신 안으로 몰입한다
17)
.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불만을 안으로 삭이는 유형이므로 심

리적인 압박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고통이 측두하악장애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

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 임상적 보고들
18,19)

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비율 및 대상자가 갖고 있는 기여요인 수의 평균

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3). 또한 개구시 악관

절부 동통 증상이나 저작시나 말할 때의 악관절부 동

통 증상에 관하여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높은 빈

도를 보인 경향(Table 8)도 관련있는 결과이다. Myers

와 McCaulley
5)
는 내향성이 우울, 고독, 불안, 긴장 등

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으며, Rugh와 Solberg
6)
는 불안

해지면 근육이 긴장되고, 특히 턱의 근육이 긴장되어

이를 악물게 된다고 하여, 이악물기 습관과 스트레스

가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높은 빈도를 보인 결과

(p<0.05)(Table 9)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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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선호경향에서 감각형(S, 82.9%)이 직관

형(N, 17.1%)보다 수가 많았는데(Table 4), 이는 김

등16)의 대학생에 대한 성격유형연구에서 감각형(S,

73.21%)이 직관형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되는 결

과이다. 감각(S)-직관(N) 지표는 정보수집 기능을 나

타내는 것으로, 여기서 감각이란 오감각을 통해 관찰

하는 인식을 말하며, 직관이란 통찰을 통해 가능성이

나 의미 및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감각형의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반면, 직관형의 사람은 구체적인 현실을 보

기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추구하며 상상력과 영감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둔다17). 따라서 감각형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근시안적으로 몰두할 수 있

다. 소심한 성격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보고20,21,22)와 정서적 스트레스와 측두하악장

애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
23)
가 감각형(S)이 직관형

(N)보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기여요인을 갖는자의 비율, 이들이 갖

고 있는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가 높은 경향(Table 4)

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개구시 악관절부 동통, 측

두부 동통, 두통 증상에 있어서 감각형(S)이 직관형

(N)보다 높은 빈도를 보인 경향도 관련이 있다(Table

8). 정신적인 장애가 긴장을 일으켜 이악물기와 같은

악습관을 초래할 수 있고 측두하악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
24)
는 이악물기 습관, 편측저작습관, 껌 씹

는 습관에 관하여 감각형(S)이 직관형(N)보다 높은

빈도를 보인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Table 9).

본 연구에서 사고형(T, 65.3%)이 감정형(F, 34.7%)

보다 수가 많았으며(Table 5), 이는 김 등
16)
의 대학생

에 대한 성격유형연구에서 사고형(T, 56.84%)이 감정

형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기

여요인을 갖는자의 비율, 이들이 갖고 있는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에 관하여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높

은 경향을 보였다(Table 5). 이는 사고형이 심인성 스

트레스가 크다고 한 이 등10)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사

고(T)-감정(F) 지표는 의사결정 기능을 의미하는 것

으로, 사고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감정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가치를 느끼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

을 주는가를 더 중요시한다17). 따라서 감정형들은 타

인의 감정이나 형편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해 지나치게 고려

한 나머지 객관성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

는 경우가 많다. 개구시 악관절부 동통, 저작시나 말

할 때의 악관절부 동통, 턱 피곤함, 측두부 동통, 급성

부정교합 증상, 측두하악장애 치료경력, 기상 시 턱

뻐근함 증상은 사고형(T)보다 감정형(F)에서 높은 빈

도를 보인 경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Table 8). 또

한 이갈이, 불면증은 사고형(T)보다 감정형(F)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경향은(Table 9), 감정형에서 우울

경향이 더 많이 생긴다는 심 등25) 의 보고와 이갈이와

정서적 장애가 관계가 있다고 한 Solberg 등
24)
의 보고

와 관련있다. 따라서 측두하악장애의 어떤 측면은 사

고형(T)과 더 관련있고 또 다른 측면은 감정형(F)과

더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측두하악장애 발생과 관련

된 특정 성격 유형을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선호경향에서 판단형(J, 58.8%)이 인식형(P, 41.2%)

보다 수가 많았으며(Table 6), 이는 김 등
16)
의 대학생

에 대한 성격유형연구에서 판단형(J, 54.82%)이 인식

형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판단

(J)-인식(P) 지표는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 및 생활양

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형의 사람들은 생활을 조

절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체

계적으로 활동하는 반면, 인식형의 사람들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며 자율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17)
. 따라서

인식형은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어 주어진 과제에 쉽게 지치고 뒷마무리가

부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식형(P)이 판단형(J)보

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

고 있는 자의 비율 및 대상자가 갖고 있는 기여요인

수의 평균치가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은 인식형(P)이 판

단형(J)보다 상태불안이 높다는 보고26)와 관련이 있다

(Table 6). 개구시 악관절부 동통, 과두걸림, 저작시나

말할 때의 악관절부 동통, 턱 피곤함, 측두부 동통, 측

두하악장애 치료경력은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8). 이것은 판단형

(J)이 스트레스에 좀더 취약하다고 한 정 등
27)
의 발표

를 뒷받침한다. 편측저작습관은 판단형(J)이 인식형

(P)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고(p<0.05)(Table 9), 이악물

기 습관, 이갈이, 두경부 외상 경험도 판단형(J)이 인

식형(P)보다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9). 이

와같이 인식형(P)과 판단형(J)간의 일관성 없는 결과

는 측두하악장애환자가 다양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Schulte 등28) 의 연구를 반영한다.

네 가지 선호지표의 조합에 의해 구분되는 16가지

성격유형 중에서 ESTJ가 2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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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STJ(19.6%)이며, INFJ(0.5%)가 가장 적게 나타났

다(Table 7). 김 등
16)
의 대학생에 대한 성격유형연구

에서는 ISTJ(16.86%), ESTJ(13.05%)순으로 많았으

며, 가장 적은 성격유형은 ENTJ(1.87%)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ENTP, ISTP, ISFP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중 ISTP와 ISFP는 한 가지 이상

의 기여요인을 갖는 사람의 비율도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7). 내향적 사고형인 ISTP와 내향적 감

정형인 ISFP는 민감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29)
, 정신신체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과 심장병

환자중에 감각, 감각적 감정형, 감각적 인식형, 내향

성 감각형 유형이 유의하게 많다고 한 Mitchell 등
30)

의 보고와 관련이 있다.

네 가지로 분류한 대상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신

의 성격과 주관적 측두하악장애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면 성격이 느긋한 편이거나 보통인 경우보다는 예

민한 편이거나 신경질적인 경우가 측두하악장애 증

상수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고(p<0.001)(Table 10),

보통 성격이 다른 성격들에 비해 기여요인 수의 평균

치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01)(Table 10). 이러

한 결과는 악관절 기능장애환자의 1/2 이상이 자신의

성격이 예민하거나 신경질적이라고 대답한 정 등
31)
의

연구, 예민한 편이거나 신경질적인 성격이 느긋한 편

이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주관적 측두하악장애 증상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조 등
15)
의 발표 및 이갈

이는 신경질적인 사람들에서 보다 많이 나타난다고

한 이 등
10)
의 보고가 뒷받침하고 있다.

Ⅴ. 결 론

측두하악장애증상 및 기여요인과 성격유형과의 관

련성을 규명하고자 경기도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

생 199명(평균연령 21.0±2.9세, 남자 73명, 여자 126

명)을 대상으로 MBTI 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감각형(S)이 직관형

(N)보다,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인식형(P)

이 판단형(J)보다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

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비율 및 한가지 이

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자의 기여요인 수 평균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ISTP와 ISFP는 다른 성격유형들에 비해 한 가지

이상의 주관적 측두하악장애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과 한 가지 이상의 기여요인을 갖는

사람의 비율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내향성(I)이 외향성(E)보다, 감각형(S)이 직관형

(N)보다, 감정형(F)이 사고형(T)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개구시 악관절부 동통 증상의 빈도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4. 이악물기 습관과 스트레스는 내향성(I)이 외향성

(E)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고(p<0.05), 껌 씹는 습

관은 외향성(E)이 내향성(I)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

다(p<0.05).

5. 편측저작습관은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p<0.05).

6. 성격이 느긋한 편이거나 보통인 경우보다는 예민

한 편이거나 신경질적인 경우가 측두하악장애 증

상수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p<0.001).

7. 보통 성격이 다른 성격들에 비해 기여요인 수의 평

균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01).

결론적으로 측두하악장애는 개인의 성격과 관계가

있으므로 환자의 성격 유형을 고려한 상담과 교육의

활용이 측두하악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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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onality Type Test(MBTI) of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Hye-Sook Park, D.D.S.,M.S.D.,Ph.D.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of Shingu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199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a

questionnaire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AS 9.2 program.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prevalence of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 appeared to be higher in I type, S type, T type, P type than in E type, N type, F type, J type.

2. ISTP and ISFP among 16 types of personality seemed to have higher prevalence of symptoms and contributing factor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han other types of personality.

3. Symptom of TMJ pain during mouth opening seemed to occur more frequently in I type, S type, F type, J type than

in E type, N type, T type, P type.

4. Contributing factors including clenching and stressful state occurred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in I type than E type.

Gum chewing habit occurred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in E type than in I type.

5. Unilateral chewing habit occurred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in J type than in P type.

6. Nervous or sensitive persons had significantly higher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subjective symptoms than

relaxed or general persons.

7. General persons had significantly lower mean scales of positive answers of contributing factors than nervous, sensitive

and relaxed person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considering personality type may contribute to treating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Key words: Temporomandibular disorder, Personality, MBTI, Questionna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