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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종사자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에 따른

삶의 질 평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및 원광치의학 연구소

김동국․임현대․이유미

측두하악장애(TMD)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TMD 환자에서의 삶의 질은 저하된다. 일반 인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치과

병원 종사자 또한 TMD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 다수가 시간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TMD 증상을 간과하

거나 참게 되며, 이에 따라 TMD 증상이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병원

종사자에서 나타나는 TMD 증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관찰하고자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모집되었고, 대상자들은 동의서 작성 후 WHOQoL 삶의 질 설문지를 기입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TMD의 주관적, 객관적 징후와 증상에 대해 평가되었다. 대상자들은 4가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

(1) 정상 군 (2) 관절 장애 군 (3) 국소 근육통 군 (4) 근막동통 군.

총 대상자 중 64.7%가 TMD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 대상자 중에서 무증상군이 사회적 영역 및 그 하부척도 일부,

환경 영역의 하부척도 중 가정환경, 여가생활, 물리적 환경에서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TMD 증상에 따른 진단 분류군 간에는 영적, 종교적, 개인적 신념 영역 외에는 삶의 질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국소 근육통 군이 관절 장애 군과 근막동통 군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사군 내에서는 증상군에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았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정신적 영역, 독립성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에서도 증상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하부척도인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대인

관계, 성적 활동, 가정환경, 재정적 자원, 여가생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에서 무증상군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진료보조인력군 내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관계 영역 및 그 하부척도인 대인관계에서는

증상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TMD 증상이 나타난 치과병원 종사자에서 삶의 질이 낮음을 보였고, TMD 증상과 치과병원 종사자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추후 치과병원 종사자에서의 TMD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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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삶의 질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신체적 건강, 식사,

고통 없는 상태 등의 물질적인 측면과 스트레스나 걱

정이 없음, 즐거움 등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개개인마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삶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제시되었지만, 세계보건

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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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가치 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

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

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이러

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WHO는 모든 문화권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WHOQoL)라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개발하였으며2)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욕구는 다양하며 건강, 물질적

상태, 여가생활, 문화생활, 사회 참여 등의 다양한 욕

구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건

강이며 삶의 질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업무나 일상생활 중에

지속되는 부적절한 습관적 자세나 신체적 활동 또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불량할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3). 병원

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병원 종사자들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생활, 장시간의 진료, 특정한 자세의

장시간 유지, 사람들과의 소통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

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
4)
.

측두하악관절장애(TMD)는 구강안면 영역에서 비

치성 통증의 큰 원인이며 근골격성질환으로 간주된

다
5)
. TMD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연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문제를 포괄하는 어휘로써, 가

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저작근이나 이개전방 부위

에서 나타나는 국소화된 통증이며, 비대칭적이거나

제한된 하악운동 및 관절 잡음이 흔히 나타난다3).

TMD 증상은 일반적인 인구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며
6)
, 인구의 1～75%가 1개 이상의 객관적인 TMD 징

후를 보이고 5～33%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한다고

보고되었다
7,8)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MD를 특정

부위의 병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

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평가와 치료를 시행하지 않

고 간과하여
9-11)
,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12)
. 이와 같은 만성 통증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안위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13) 따라서 삶

의 질을 떨어뜨린다
14)
.

치과의사는 시야확보를 위해 불편한 자세로 진료

하고 여러 가지 전동 기구를 사용하므로 근골격계질

환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두부 자세와 스트레

스 정도에 따른 구강안면 통증을 연구한 이 등
15)

은 두

경부 통증이 있는 군에서 생활변화량이 많고 스트레

스 증상 발현 정도가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이 등
16)

은

저작 효율을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 저작능력 평가

방법인 Mixing Ability Index(MAI)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설문지인 OHIP-49K를 이용한 연구에서

TMD 환자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떨어졌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근육 통증, 지속성 심

부동통,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 수면장애, 부적절한

습관이나 자세의 지속 등이 근막동통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7)
TMD 증상에 대한 평가

를 위해서는 치과진료의 작업 방법 및 환경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과의 관계 파악이 중요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 중, 치과병원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TMD 증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병

원 종사자에서 나타나는 TMD 증상의 유병률에 대한

자료를 얻고, TMD 증상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진료인력 중

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전에 TMD에

대한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교정치료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35명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답한 1명을 배제하여 34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연구 군은 평균 나이

32.3±6.9세였다. 직업군별로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였고, 11

명의 남성과 23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n (M/F) mean age SD

Dentist 13 (7/6) 26.9 1.7

Hygienist 11 (0/11) 36.2 7.0

Assistant 4 (0/4) 39.0 1.8

Technician 4 (2/2) 31.8 6.7

Radiographer 2 (2/0) 33.0 14.1

Total 34 (11/23) 32.3 6.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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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No Yes Total

Dentist 5 8 13

Dental hygienist + Assistant 4 11 15

Dental technician +

Radiographer
3 3 6

Total 12 22 34

Table 2. Number with TMD symptom

2. 연구방법

1) 동의서 작성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

(IRB)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가 시

험참가에 동의하기 전 실험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상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하여 해당 내용을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 서면

동의를 얻었다.

2) 삶의 질 설문지 작성

대상자들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WHOQoL) 설문지
18)

를 개별자기기법으로 작성하였

다. 각 설문지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추

가적인 질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설명하여 대

상자에게 설문지 작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

킨 후에 설문지 작성을 시행하였다. 오차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한 명의 술자가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

과 면담을 시행하였다.

3) 측두하악장애 증상 평가

숙련된 검사자 한 명이 임상적 평가를 수행하여, 검

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편차가 없도록 하였다. 대상

자의 개구 형태, 개구량, 관절잡음, 하악편위운동을

측정하였고 각각의 운동시에 통증의 유발 유무를 기

록하였으며, 저작근, 경부와 견부 근육 촉진을 시행하

여 압통 여부를 평가하여 기록하였다.

개구형태는 재현성을 위하여 개구운동을 3회 반복

을 시행하였으며 절치간 정중선에서 2 mm 내 개구로

를 정상으로 기록하였고 2 mm 이상의 정중선 편위량

을 기록하였다. 개구량은 다음 세 가지 즉, 무통성 자

발적 개구(comfortable mouth opening ; CMO), 자발

적 최대 개구(Maximum mouth opening ; MMO), 수

동적 최대 개구(passive mouth opening ; PMO)의 세

가지 개구량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개구시마다 통증

유무를 파악하여 검사지에 기록하였고 40 mm 이내

의 최대 개구량은 개구 제한으로 기록하였다. 손가락

을 관절 부위에 대고 하악이 움직이는 동안 발생하는

관절 잡음을 촉진하여 기록하였고, 관절음은 단순 관

절음, 거대 관절음, 거친 염발음, 미세 염발음으로 분

류하여 기록하였으며 소리가 발생하는 순간의 상하

악 절치간 거리를 측정하여 관절음이 존재하는 개구

량을 기록하였다. 좌우측방과 전방 운동범위는 7 mm

이내를 하악운동제한으로 평가하였고 각각의 측정시

에 통증 유무를 측정하였다. 저작근과 흉쇄유돌근 및

승모근을 촉진하여 압통을 측정하여 0～3의 단계로

기록하였으며 촉진시 연관통 유무도 확인하였다.

4) 대상자 분류

TMD 증상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4군으로 나

누었다 : (1) 정상 군, (2) 관절 장애 군, (3) 국소 근육

통 군, (4) 근막동통 군. 관절 장애는 관절통과 관절원

판변위를 가진 대상자를, 국소 근육통은 하악 기능시

저작근에서의 통증이 발생하고 근육 촉진시 압통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근막동통은 근육 촉진시 발통점

이 촉진되고 연관통이 나타나는 대상자로 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복합된 경우에는 나타난 증상이

우세한 군으로 분류하였다.

5)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처리에는 SPSS WindowsⓇ(Version 11.5)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증상 유무에 따른 삶의 질 평가에는

t-test, 증상이 있는 군에서 각 증상별 진단군 간의 삶

의 질 비교에는 ANOVA를 시행하였고 모든 분석에

대해 p<0.05 값을 가질 때 유의하다고 보았다.

Ⅲ. 연구성적

1. 직군별 TMD 증상 대상자 빈도

TMD 증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치과의사군 8명

(23.5%), 진료보조인력군(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11

명(32.4%), 기타 인력군(치과기공사, 방사선사) 3명

(8.8%)으로 나타났다. 각 직군 내에서 TMD 증상은

치과의사군에서 61.5%, 진료보조인력군에서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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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facet

Symptom

No (n=12) Yes (n=22)

　 Mean SD Mean SD p

General QoL 14.75 2.30 13.95 2.01 0.326

　 DI Physical 13.94 2.32 13.36 1.98 0.471

　 　 F1 Pain and discomfort 11.67 1.37 11.64 1.62 0.954

　 　 F2 Energy and fatigue 14.33 3.58 13.18 3.47 0.374

　 　 F3 Sleep and rest 15.17 4.22 14.55 3.38 0.666

　 DII Psychological 14.98 2.33 14.02 1.99 0.239

　 　 F4 Positive feeling 14.00 2.92 12.18 2.59 0.086

　 　 F5 Cognitions 14.50 2.43 13.05 2.52 0.113

　 　 F6 Self esteem 14.83 2.86 14.23 2.69 0.552

　 　 F7 Body image 15.42 2.50 14.77 2.58 0.485

　 　 F8 Negative feeling 7.83 3.01 8.14 2.68 0.774

　 DIII Independence 17.21 2.35 16.67 1.77 0.497

　 　 F9 Mobility 17.00 3.72 16.91 2.94 0.942

　 　 F10 Activities of daily living 17.25 2.22 16.45 1.92 0.308

　 　 F11 Dependence on medication 5.42 1.78 6.18 2.70 0.330

　 　 F12 Working capacity 16.00 2.73 15.50 2.72 0.614

　 DIV Social relationships 14.92 1.54 13.42 1.81 0.018*

　 　 F13 Personal relationships 16.08 1.88 14.14 2.53 0.017*

　 　 F14 Practical social support 12.58 1.73 11.91 2.33 0.346

　 　 F15 Sex 16.08 2.19 14.23 1.97 0.024*

　 DV Environment 14.52 2.17 13.20 1.41 0.076

　 　 F16 Physical safety 14.42 3.29 14.36 2.34 0.961

　 　 F17 Home environment 14.42 1.83 12.41 3.08 0.023*

　 　 F18 Financial resources 13.58 3.73 12.27 3.48 0.327

　 　 F19 Health and social care 13.75 1.76 13.09 2.47 0.375

　 　 F20 Information/skills 14.58 2.31 13.27 2.73 0.151

　 　 F21 Recreation and leisure 12.67 2.81 10.18 2.95 0.023*

　 　 F22 Physical environment 15.25 2.01 13.50 1.95 0.022*

　 　 F23 Transport 17.50 2.15 16.55 2.13 0.228

　 DVI F24 Spirituality, religion, personal belief 14.33 4.23 13.23 4.57 0.485

* Significant at p<0.05

Table 3.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MD symptom in tot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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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facet JD (n=7) LM (n=8) MFP (n=7)

　 　 　 Mean SD Mean SD Mean SD p

General QoL 12.86 2.34 14.00 1.51 15.00 1.83 0.136

DI Physical 12.29 2.09 13.67 1.85 14.10 1.79 0.204

F1 Pain and discomfort 11.43 0.98 11.50 2.14 12.00 1.63 0.786

F2 Energy and fatigue 11.71 2.63 13.25 3.77 14.57 3.74 0.320

F3 Sleep and rest 12.57 4.39 15.25 2.60 15.71 2.43 0.169

DII Psychoogical 13.49 1.95 13.88 2.44 14.71 1.47 0.519

F4 Positive feeling 11.00 2.45 12.13 3.00 13.43 1.90 0.222

F5 Cognitions 13.14 1.68 12.13 3.52 14.00 1.63 0.370

F6 Self esteem 13.43 2.07 14.00 3.30 15.29 2.50 0.436

F7 Body image 14.29 2.14 15.13 3.14 14.86 2.61 0.831

F8 Negative feeling 8.43 3.41 8.00 2.00 8.00 2.94 0.946

DIII Independence 16.68 1.32 16.44 1.98 16.93 2.11 0.877

F9 Mobility 16.29 2.75 17.50 1.93 16.86 4.18 0.746

F10 Activities of daily living 16.00 2.00 16.75 2.05 16.57 1.90 0.757

F11 Dependence on medication 5.43 2.15 7.50 3.70 5.43 1.13 0.232

F12 Working capacity 15.86 2.41 15.00 3.16 15.71 2.81 0.820

DIV Social relationships 13.10 1.78 13.46 2.08 13.71 1.75 0.828

F13 Personal relationships 13.43 2.99 13.88 2.17 15.14 2.48 0.440

F14 Practical social support 11.29 1.38 12.63 3.34 11.71 1.70 0.523

F15 Sex 14.57 1.40 13.88 2.42 14.29 2.14 0.805

DV Environment 13.29 1.09 13.13 1.84 13.21 1.33 0.978

F16 Physical safety 14.57 3.21 14.25 2.31 14.29 1.60 0.964

F17 Home environment 12.57 3.41 12.38 2.97 12.29 3.35 0.986

F18 Financial resources 13.14 2.34 11.25 5.04 12.57 2.23 0.577

F19 Health and social care 12.00 3.06 13.63 2.00 13.57 2.30 0.385

F20 Information/skills 13.00 3.74 13.38 2.50 13.43 2.15 0.954

F21 Recreation and leisure 9.86 3.76 9.75 2.92 11.00 2.31 0.694

F22 Physical environment 14.29 1.25 13.25 2.49 13.00 1.83 0.441

F23 Transport 16.86 2.12 17.13 2.30 15.57 1.90 0.349

　 DVI F24 Spirituality, religion, personal belief 12.14 2.91 16.50 4.34 10.57 4.31 0.023*

* Significant at p<0.05

JD, joint disorder ; LM, local myalgia ; MFP. myofascial pain

Table 4.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MD diagnosti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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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facet

Symptom

No (n=5) yes (n=8)

　 Mean SD Mean SD p

General QoL 16.60 1.34 14.38 1.41 0.019*

DI Physical 14.80 1.61 14.13 1.25 0.450

F1 Pain and discomfort 11.60 1.14 11.75 2.05 0.869

F2 Energy and fatigue 16.60 2.30 15.00 2.83 0.291

F3 Sleep and rest 15.40 3.58 15.13 1.89 0.880

DII Psychological 16.64 1.47 14.68 0.79 0.036*

F4 Positive feeling 16.00 1.41 12.88 2.10 0.009*

F5 Cognitions 15.80 1.79 13.63 2.00 0.071

F6 Self esteem 16.80 1.92 15.00 2.14 0.149

F7 Body image 16.40 1.82 15.63 2.33 0.517

F8 Negative feeling 5.80 1.48 7.75 1.39 0.045*

DIII Independence 18.90 0.76 17.19 1.86 0.044*

F9 Mobility 19.00 1.00 16.50 3.78 0.112

F10 Activities of daily living 18.60 0.89 17.38 2.13 0.182

F11 Dependence on medication 4.00 0.00 5.25 1.58 0.060

F12 Working capacity 18.00 1.58 16.13 1.96 0.087

DIV Social relationships 15.73 1.38 13.29 1.16 0.012*

F13 Personal relationships 17.00 1.58 14.25 1.67 0.015*

F14 Practical social support 13.60 1.67 12.00 1.51 0.120

F15 Sex 16.60 2.30 13.63 2.33 0.051*

DV Environment 16.15 1.29 13.02 1.18 0.002*

F16 Physical safety 16.20 3.56 15.38 2.39 0.663

F17 Home environment 15.80 1.48 11.25 2.66 0.002*

F18 Financial resources 16.20 1.30 12.25 3.99 0.029*

F19 Health and social care 15.00 1.41 13.13 2.23 0.091

F20 Information/skills 16.60 1.34 14.38 3.02 0.098

F21 Recreation and leisure 14.40 2.07 9.38 2.72 0.003*

F22 Physical environment 16.00 1.58 12.88 1.46 0.007*

F23 Transport 19.00 0.71 15.50 2.20 0.002*

　 DVI F24 Spirituality, religion, personal belief 14.80 4.82 13.75 4.95 0.714

* Significant at p<0.05

Table 5.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MD symptom in d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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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Domain/facet No (n=4) Yes (n=11)

　 　 　 Mean SD Mean SD p

General QoL 13.50 1.91 13.55 2.25 0.970

DI Physical 12.75 3.38 12.42 1.81 0.864

F1 Pain and discomfort 11.50 1.73 11.82 1.47 0.758

F2 Energy and fatigue 12.50 3.32 11.55 2.38 0.624

F3 Sleep and rest 13.25 6.13 13.55 4.20 0.933

DII Psychological 14.10 2.48 13.05 2.05 0.487

F4 Positive feeling 13.75 3.20 11.09 2.66 0.202

F5 Cognitions 13.50 2.89 12.00 2.72 0.407

F6 Self esteem 14.25 2.87 13.00 2.79 0.485

F7 Body image 15.00 3.56 13.91 1.92 0.594

F8 Negative feeling 10.00 3.65 8.73 2.72 0.557

DIII Independence 16.19 3.10 15.89 1.51 0.862

F9 Mobility 15.50 5.80 16.55 2.46 0.748

F10 Activities of daily living 16.75 2.63 15.64 1.57 0.472

F11 Dependence on medication 7.00 1.83 7.27 3.26 0.843

F12 Working capacity 15.50 2.52 14.64 3.11 0.600

DIV Social relationships 15.17 1.11 13.03 2.05 0.027*

F13 Personal relationships 16.50 1.00 13.45 2.94 0.010*

F14 Practical social support 12.00 1.63 11.18 2.56 0.486

F15 Sex 17.00 2.16 14.45 1.81 0.094

DV Environment 13.34 2.55 13.03 1.27 0.829

F16 Physical safety 13.25 2.99 13.45 2.07 0.905

F17 Home environment 13.75 1.71 12.45 3.24 0.340

F18 Financial resources 11.00 4.97 12.45 3.70 0.620

F19 Health and social care 12.75 1.50 12.91 2.66 0.888

F20 Information/skills 13.25 2.22 12.09 2.26 0.410

F21 Recreation and leisure 11.25 3.59 10.00 2.97 0.563

F22 Physical environment 14.75 2.63 13.64 2.16 0.485

F23 Transport 16.75 2.63 17.27 1.90 0.733

　 DVI F24 Spirituality, religion, personal belief 15.00 5.03 12.27 3.69 0.375

* Significant at p<0.05

Table 6.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MD symptom in dental hygienists and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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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력군에서 50%를 보였으며 전체 34명 중 22명

(64.7%)이 TMD 증상을 보였다(Table 2).

2. 전체 대상자에서 TMD 증상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비교

전체 대상자에서 TMD 증상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무증상군(TMD

증상이 없는 군)이 14.92±1.54로 증상군(TMD 증상이

있는 군)의 13.42±1.8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그 하부 척도인 ‘대인 관계’ 와 ‘성적 활동’ 에서 무증상

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

전체에서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하부척도인 ‘가

정환경’, ‘여가생활’, ‘물리적 환경‘ 에서 증상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able 3).

3. TMD 진단군 별 삶의 질 비교

TMD 증상이 있는 대상 중에서 진단 분류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평가하였을 때 ‘영적, 종교적, 개인적

신념’ 영역에서만 유의성을 보였으며, 국소 근육통 군

이 16.50±4.34로 가장 삶의 질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관절 장애 군이 12.14±2.91, 마지막으로 근막동통 군

이 10.57±4.31로 가장 낮은 삶의 질 점수를 보였다

(Table 4). 각각의 항목을 상호 비교하였을 때, 관절

장애 군과 근막동통 군 사이에서는 0.039, 국소 근육

통 군과 근막동통 군 사이에서는 0.020의 유의성을 보

였다.

4. 치과의사군 내에서 TMD 증상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비교

‘전반적인 삶의 질’ 에서 무증상군이 16.60±1.34를

보여 증상군의 14.38±1.41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적’ 영역에서 무증상군이 16.64±1.47,

증상군이 14.68±0.79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하부척도인 ‘긍정적 감정’ 과 ‘부정적 감정’ 에서도

유의한 삶의 질 차이를 나타냈다. ‘독립성’ 영역에서

는 무증상군이 18.90±0.76, 증상군이 17.19±1.86을 보

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하부척도에서의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무증상

군이 15.73±1.38, 증상군이 13.29±1.16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하부척도인 ‘대인 관계’, ‘성적

활동’ 에서 무증상군이 유의하게 높은 삶의 질을 보였

다. ‘환경’ 영역에서 무증상군 16.15±1.29, 증상군

13.02±1.18을 보여 그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그 하부척도인 ‘가정환경’, ‘재정적 자원’, ‘여가생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에서 증상군이 더 낮은 삶의

질을 보였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Table 5).

5. 진료보조인력군 내에서 TMD 증상 유무에 따른

삶의 질 비교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무증상군 15.17±1.11, 증상

군 13.03±2.05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하부척도

인 ‘대인 관계’ 에서 증상군의 13.45±2.94보다 무증상

군의 16.50±1.00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

의했다(Table 6).

Ⅳ. 총괄 및 고찰

TMD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연관 구조물 혹은 그

모두에 이환되는 수많은 임상적 문제를 포괄하는 집합

적 어휘이며
17)
, 나타나는 많은 임상적 문제들로 인해

TMD 진단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TMD 진단

을 위해 사용된 임상적 프로토콜의 차이는 이전에 연

구되었던 결과 간에서 변화성이 높은 원인이라고 보고

되었으나, 1992년 TMD 연구진단기준(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MD ; RDC/TMD)가 소개되

면서 표준화된 진단학적 기준이 사용되게 되었으며

연구 간의 일관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RDC/TMD 평가 기준에 따라 TMD

증상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경부와 견부의 근

막동토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진단 분류

는 RDC/TMD 분류를 따르지는 않았다. 이는

RDC/TMD에서의 근막동통 평가는 저작근에서만 한

정되었으나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경부와 견부 근육

촉진시 구강안면 부위에서의 연관통을 호소하였으며

이를 TMD 증상에 반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표본 크기가 크지 않아 RDC/TMD 분류로 나뉠

경우 통계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

였다.

지금까지 시행된 다수의 역학 연구들은 비록 진단

기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표본인

구의 평균 41%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TMD와 관련

된 임상증상을 나타낼 만큼 TMD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17)
. Carlesson

19)
과 De Kanter 등

20)
은

인구의 75% 이상이 TMD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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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5%는 TMD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자가증상을

호소하며, 이 중 5～26%는 수술이나 물리치료 등의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64.7%에서 TMD 증상이 나

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

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안면 부위로의 연관통

을 나타내는 경부와 견부 근막동통을 TMD 증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이것이 유병률이 높아진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한된 직업군과 지역 내에서 평

가가 이루어졌으며, 직군별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것이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TMD는 행동요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

회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

인이 관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가 복잡해지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TMD에 이환

된 환자들의 삶의 질은 매우 저조하므로 심리적, 사회

적, 그리고 직업적 병리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

능한 빨리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상황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21)
.

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

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

한 개인적인 지각” 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WHO는 삶의 질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화 및 합

의점에 도달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과학

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신뢰적이고 타당한 도구를 개

발하여 삶의 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WHO

는 여러 나라에서의 문화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삶의 질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

년 간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여 WHOQoL이라는 척

도를 만들었다
2,22)
. WHOQoL은 보고자의 자세한 증

상이나 질병, 상태를 측정하기보다는 여러 영역과 하

위척도에서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삶의 질과 같은 주관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만성 질환에서의 건강관리 결과 평가의 필수적인 구

성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WHOQoL
18)

을 사

용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TMD 징후를 가진 사람의 3.

6～7%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6,24-28)

, 연간 발병률은 2%로 평가되었다
25,29,30)

. 일반

인구에서 33%의 관절 장애, 41%의 근육장애가 나타

났으며 표본의 7%만이 진료실로 내원하는 군과 비교

할 수 있을 정도의 심한 장애를 가졌다26). 즉, 드러난

유병률 수치는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벼운 일시

적 징후와 증상을 가진 환자도 포함하여 개인 증상의

임상적 유의성을 과장한다5). 양 등31)의 국내 연구에

서도 2003년부터 3년 간, TMD를 주상병으로 내원한

환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전체 질환에

대한 비율은 0.2%를 넘지 않는 정도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증상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전체 대상자 내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에서

의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치료가 필요하

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TMD 증상을 가진 대상자가

증상군으로 포함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부척도에서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사회적

관계와 환경적인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TMD 증상이

대인 관계와 성적 활동, 가정환경과 여가생활, 물리적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반대로 이

러한 삶의 질이 낮은 것이 TMD 증상에 영향을 주었

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지는 못했

다.

TMD 증상이 있는 대상자 내에서 증상에 따른 삶

의 질 차이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영적, 종교적, 개인

적 신념’ 영역에서만 유의성을 보여 TMD 증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삶의 질은

국소 근육통 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절

장애 군, 근막동통 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군끼리

상호 비교하였을 때, 관절 장애 군과 근막동통 군, 국

소 근육통 군과 근막동통 군 간에 삶의 질에서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사군 내에서는 TMD 증상이 있을 때 전반적

인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치

과의사는 진료 여건상 두부전방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며 이는 두경부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TMD

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15). 하지만 아직 작업관련 근

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TMD 증상과의 관련성

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다. 추후 연구를 통해 치과의

사의 근골격계질환 및 이와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

TMD 증상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증상군의 정신적 영역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증

상군에서 그 하부척도인 긍정적 감정도 낮게 나타났

으나 반대로 부정적 감정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하부척도 중에서 통증과 불편감에서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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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신적 영역의 낮은 삶의 질

이 TMD 증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관련성을 밝

히기 위해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성 영역에서 증상군이 유의하게 낮은 삶의 질을

보고하였으나 그 하부척도인 거동능력, 일상활동, 약

물이나 치료에 대한 의존성, 직무수행능력에서의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증상군에서 사회적 관계

영역 삶의 질이 유의성있게 낮았으며 하부척도인 대

인 관계, 성적 활동에서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 사회

적 관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TMD 증상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혹은 그 반대로 작용하였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증상군에서 가정환경, 재정적

자원, 여가생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에서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로 인해 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 또한 유의하게 낮음을 보였다. 재정적 환경과

교통수단에 대한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며 가정환경, 여가생활 등과 함께 이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TMD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치과의사는 물

리적 환경 면에서 진동기구에 의한 소음과 진동, 좁은

공간 내에서의 진료, 혼탁한 공기 등의 좋지 않은 작

업 환경에 노출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영

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진료보조인력군 내에서 TMD 증상 유무에 따른 전

반적인 삶의 질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

회적 관계 영역 및 그 하부척도인 대인관계에서 증상

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진료보조인

력들이 환자 응대 등의 업무, 진료인력과의 상호관계

등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매스컴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 교

환의 발달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

또한 TMD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영향은 의과병원에서의 연구는 몇

차례 보고된 바 있으나32) 치과 영역에서의 연구는 아

직 보고된 바가 없어 향후 치과 영역에서의 직무 스

트레스 및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차후 연구에서는 작업환경과 근무형태, 자세 등에 대

한 평가 및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

해 발생할 수 있는 TMD 및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상

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

척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

한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 및 치료할 수 있는 프로토

콜을 개발하여 치과병원 종사자 삶의 질 향상을 기대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치과병원 종사자에서 나타나는 TMD 증

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관찰하고자 시행되었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서 근무하고 있는 34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TMD

증상에 대한 임상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였고,

WHOQoL 설문지를 작성하여 삶의 질에 대해 평가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총 대상자 중 64.7%가 TMD 증상을 가지고 있었

고, 전체 대상자에서 무증상군이 대인관계와 성적활

동 및 그 상위 영역인 사회적 영역에서 삶의 질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 환경 영역의 하부척도 중 가정환경,

여가생활, 물리적 환경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MD 증상에 따른 진단 분류군 간에는 영적, 종교

적, 개인적 신념 영역 외에는 삶의 질 평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국소 근육통 군이 관절

장애군과 근막동통 군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사군 내에서는 증상군에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유의성있게 낮았다. 정신적 영역 또한 그 하부척

도 중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서와 함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증상군에서 긍정적 감정은 더

낮게, 부정적 감정은 더 높게 나타나 정신적 영역에서

의 낮은 삶의 질을 보였다. 무증상군의 경우 독립성,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에서 삶의 질이 유의성있게 높

은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관계 영역의 하부척도인

대인 관계, 성적 활동 그리고 환경 영역의 하부척도인

가정환경, 재정적 자원, 여가생활, 물리적 환경, 교통

수단에서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나타내었

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진료보조인력군 내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관계 영역 및 그 하부

척도인 대인관계에서는 증상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

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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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 Symptoms

in Dental Hospital Worker

Dong-Kook Kim, D.D.S.,M.S.D., Hyun-Dae Lim, D.D.S.,Ph.D,

You-Mee Lee,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Temporomandibular disorder(TMD) is relatively prevalent disease, and quality of life may be impaired in TMD

patients. Like general population, dental hospital workers are also exposed to the risk of TMD. But, many of them tend

to overlook or tolerate their symptoms for lack of time and interest. Therefore, problems may become more serious,

causing interference of performing task and decrease of quality of life. The aim of this study were to obtain data for

TMD prevalence in dental hospital workers and to evaluat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MD symptoms.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Wonkwang University Dental Hospital. After consent, subjects completed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and were evaluated for subjective and objective signs and symptoms of TMD.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 (1) normal group (2) joint disorder group, (3) local myalgia group, and (4) myofascial pain group.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MD negatively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in dental hospital worker. TMD

symptoms can deteriorate quality of life in dental hospital worker. Future effort to make protocol for proper management

is needed.

Key words: Quality of Life, WHO Quality of Life, Dental hospital workers,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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