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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에 대한 교합안정장치의 치료효과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김지현․전혜미․옥수민․허준영․정성희․안용우․고명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

및 전산화 단층(Cone beam Computed tomographic view)촬영으로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76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초진 시와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부터 최종 내원 시까지

월 1회 장치조정을 시행하여 시기별 치료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초진 시와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와 최종 내원 사이에 모든 증상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가 있게 개선되었다.

2. 교합안정장치 치료 전까지 치료에서는 급성군에서 통증과 관절잡음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만성군에서 통증, 관절잡음,

개구제한 및 최대편이개구량이 모두 개선되었다.

3.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에는 급성군에서 통증, 개구제한과 최대편이개구량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만성군에서 통증, 관절

잡음과 개구제한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주제어: 골관절염, 교합안정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

1)Ⅰ. 서 론

\

골관절염은 측두하악관절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관절염 중 하나이다. 골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

절 조직에 가해지는 과부하이며 이는 관절면이 관절

원판전위와 원판후조직염에 의해 손상을 받을 때 발

생하며 관절면과 하부 골조직이 파괴되는 일종의 비

염증성 질환이며 골 변화가 활발히 일어날 때 종종

통증이 발생한다.

관절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원발성 골관절

염이라고 하며 골관절염과 관련된 명확한 원인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속발성 골관절염이라고 한다. 속발

성 관절염의 잠재적 원인 인자로는 측두하악관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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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상, 국소적인 측두하악관절 감염 또는 류마티

스 관절염 같은 활동성 전 신성 관절염 등이 있고 턱

관절 원판장애와 관련된 골관절염도 역시 속발성으

로 분류된다.1)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하악운동을 할 때 이환부

위의 편측성 관절통증을 호소하며 개구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으며 염발음이 종종 들린다. 대개 과두나 하

악와의 관절하골에서 편평화, 첨골, 침식 등이 나타난

다.
2)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유병율은 잘 알

려지지 않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1.9-3.4% 정도로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실질적인 관절의 퇴행성 골변화에 비해 임

상 진단을 통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유

병율도 낮게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임상적으로 관절

의 운동제한, 관절잡음, 과두걸림, 염발음, 통증 등 측

두하악관절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임상

소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퇴행성 관절질환이 소홀

히 다뤄지고 있다.3-6)

최근 디지털 영상술의 발전과 함께 방사선 조사량

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치과용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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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computed tomography(CBCT)의 개발이 이루

어져 치과에서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CBCT는 관

절의 침식성 골변화와 골증식체의 관찰에도 높은 신

뢰도를 보여 측두하악관절의 골구조에 대한 진단학

적 가치가 높다.
7-11)

골관절염의 최적의 치료는 관절 구조에 대한 기계

적인 과부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

다. 대부분의 골관절염 경우에 자기한정성 장애이므

로 보존적 치료가 증상을 보다 빨리 완화시키고 적응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보존적 치료로는 교합장치

치료, 진통제와 항염증제, 무통범위내의 하악 근육 운

동 교육, 온열요법, 유동식 섭취, 물리치료 등이 있다.

근활동 과다가 의심될 때는 교합안정장치로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키고 만약 이 장치가 관절통을

심화시키면 전방재위치장치로 과두위치를 약간 옮길

수도 있다. Okeson과 Hayes
12)

는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서 장치요법을 포함한 보존적 요법으로 장기

간 치료한 연구에서 93.3%는 교합안정장치로, 6.7%

는 전방재위치장치로 치료하였고 그 결과 88.2%는

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었고, 9.1%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측두하악골관절염 환자의 보존적 치료의

효과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으며 기존 보고들은 환자

표본의 다양성이 부족하였고 특히 급만성 환자의 고

른 분포를 가진 연구가 흔하지 않아 다양한 치료 방

법을 적용할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본 연구의 목적은 CBCT로 비교적

정확한 골변화 진단을 한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초진부터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하기 전까지 물리치료

와 약물치료를 행한 치료결과와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부터 치료종결까지 치료 효과와 성별과 급만성도

에 따른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데 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구강내과

에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임상

검사와 방사선 검사 및 전산화 단층(Cone beam

Computed tomographic view) 촬영으로 측두하악관

절의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성 64명(14-86세, 평균 37.9

세)과 남성 12명(15-53세, 평균 33.6세)이었다. 증상의

발현시점에 따라 6개월 이상은 만성, 6개월 미만은 급

성으로 분류하였다. 급성 환자는 31명, 만성 환자는

42명 이였고 발현시점을 모르는 환자 3명은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2. 연구 방법

1) 골관절염의 진단

임상검사를 통해 양측 또는 편측의 턱관절 통증, 개

구제한, 관절잡음을 확인하였다. 일반 방사선 사진과

PaX-Zenith 3D(VATEC, Korea) 단층촬영을 통해 관

절표면의 퇴행성 변화를진단하였다. 컴퓨터 단층촬영

을 통해 과두나 하악와의 관절하골에서 편평화, 첨골,

침식등의 소견을 확인하였다.

2) 치료방법 및 기간에 따른 치료효과의 비교

초진에서부터 교합안정장치 장착하기 전 2-4회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EAST, LLLT, 초음파)를 행하

였다.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 1개월 주기로 장치 조정

을 시행하였다.

3) 연구방법

통증, 개구제한, 관절 잡음 증상에 대해 수치 유추

척도(Numerical Analogue Scale: NAS, range 1-10)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최대편이개구량(Maximum

comfortable opening: MCO)은 mm단위로 측정하였

다. 초진 시와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 그리고 치료 종

결 시기의 통증, 개구제한, 관절잡음의 NAS수치와

최대 편이 개구량(mm)을 측정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

였다. 남녀간과 급만성간에 따른 치료시기에 따라 나

타나는 증상 정도와 증상변화에 대해 평가하였다. 급

만성은 증상발현 시기에 따라 6개월 미만일 경우 급

성, 6개월 이상일 경우 만성으로 구분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발현시기를 모르는 경우 통계에서 제외하

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SPSS

INC.,USA)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일반 선형 모형 분석(Linear relation-

ship analysis), 대응표본t검정(Paired t test), 독립 표

본 t검정(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사용하

였다.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여부는 P=0.05수준에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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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치료기간

초진 시부터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치료기간

은 평균 2.1개월, 치료횟수는 평균 3회 였고, 장치 장

착시점에서 치료 종료 까지 2개월에서 2년 5개월 사

이이며 평균 10.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2. 치료 시기 및 방법에 따른 증상의 변화와 비교

초진 시부터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약물치료

와 물리치료만 시행한 결과와 교합안정장치 치료를

시행한 후의 결과에 의하면 통증, 관절잡음, 개구제한

은 감소하고 최대편이개구량은 증가하였다.(Table 1)

초진 시부터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에 통증, 관절잡음과 개구제한

은 감소하였고 최대편이개구량은 증가하였다.(Table

2)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부터 최종 내원 사이에 동통,

관절잡음, 개구제한은 감소하였고 최대편이개구량은

증가하였다.(Table 3) 초진 시부터 최종 내원 사이에

동통, 관절잡음, 개구제한은 감소하였고 최대편이개

구량은 증가하였다.(Table 4)

Pain(NAS) Noise(NAS) LOM(NAS) MCO(mm)

First visit 4.76 ± 2.37 3.47 ± 2.74 3.38 ± 2.81 36.46 ± 10.12

Splint delivery visit 3.71 ± 2.12 2.58 ± 2.39 2.82 ± 2.83 39.05 ± 8.54

Last visit 2.41 ± 2.41 1.44 ± 1.73 1.58 ± 2.14 40.79 ± 7.11

P * <0.001 <0.001 <0.001 <0.001

*by linear relationship analysis

Table 1. Comparisons of symptoms according to the treatment periods.

Pain1-Pain2 Noise1-Noise2 LOM1-LOM2 MCO1-MCO2

1.05 ± 2.15 0.89 ± 2.28 0.56 ± 1.92 -2.59 ± 7.93

P * <0.001 0.001 0.013 0.006

*by paired t-test

Pain1, Noise1, LOM1 and MCO1: symptoms at the first visit.

Pain2, Noise2, LOM2, and MCO2: symptoms at visit for splint delivery.

Table 2. Difference of changes between the first visit and splint delivery visit

3. 성별에 따른 시기별 증상의 비교

남녀 사이에 초진 시,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와 최종

내원 시의 증상을 각각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4. 성별에 따른 증상의 변화와 비교

여성군에서 초진 시부터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시행한 후 통증, 관절잡음, 개

구제한은 감소하였고 최대편이개구량은 증가하였고

남성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6) 여성군에서 교

합안정장치 장착 후 최종 내원 사이에 통증, 관절잡음

및 개구제한은 감소하였고 최대편이개구량은 증가하

였다. 남성군에서는 통증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나

머지 증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여

성군에서 초진 시와 최종내원 사이의 증상의 변화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게 개선되었고 남성군에서는

동통과 개구제한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Table 8)

5. 급만성에 따른 증상의 치료 시기별 비교

급만성군 사이의 초진 시, 장치장착을 위한 내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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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2-Pain3 Noise2-Noise3 LOM2-LOM3 MCO2-MCO3

1.33 ± 2.30 1.14 ± 2.27 1.28 ± 2.37 -1.95 ± 6.63

P * <0.001 <0.001 <0.001 0.013

*by paired t-test

Pain2, Noise2, LOM2, and MCO2: symptoms at visit for splint delivery.

Pain3, Noise3, LOM3 and MCO3: symptoms at the last visit.

Table 3. Difference of changes between the splint delivery visit and the last visit

Pain1-Pain3 Noise1-Noise3 LOM1-LOM3 MCO1-MCO3

2.37 ± 2.73 2.05 ± 2.88 1.85 ± 2.54 -4.51 ± 8.60

P * <0.001 <0.001 <0.001 <0.001

*by paired t-test

Pain1, Noise1, LOM1 and MCO1: symptoms at the first visit.

Pain3, Noise3, LOM3 and MCO3: symptoms at the last visit.

Table 4. Difference of changes between the first visit and the last visit

Female(n=64) Male(n=12) P *

Pain1 4.77 ± 2.33 4.67 ± 2.67 0.887

Pain2 3.52 ± 2.17 3.92 ± 1.93 0.717

Pain3 2.40 ± 2.49 2.46 ± 2.02 0.936

Noise1 3.52 ± 2.91 3.21 ± 1.72 0.614

Noise2 2.53 ± 2.43 2.83 ± 2.25 0.691

Noise3 1.27 ± 1.53 2.36 ± 2.44 0.159

LOM1 3.45 ± 2.85 3.00 ± 2.63 0.611

LOM2 2.96 ± 2.94 2.08 ± 2.11 0.328

LOM3 1.63 ± 2.14 1.33 ± 2.19 0.666

MCO1 35.77 ± 10.10 40.17 ± 9.80 0.168

MCO2 38.67 ± 8.35 41.08 ± 9.62 0.373

MCO3 40.44 ± 7.41 42.58 ± 5.13 0.343

*by independent two-sample t-test

Pain1, Noise1, LOM1 and MCO1: symptoms at the first visit.

Pain2, Noise2, LOM2, and MCO2: symptoms at visit for splint delivery.

Pain3, Noise3, LOM3 and MCO3: symptoms at the last visit.

Table 5. Comparison of symptoms according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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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1-Pain2 Noise1-Noise2 LOM1-LOM2 MCO1-MCO2

Female 1.10 ± 2.10 0.99 ± 2.41 0.49 ± 1.88 -2.91 ± 7.30

P * <0.001 0.002 0.040 0.002

Male 0.75 ± 2.45 0.38 ± 1.33 0.92 ± 2.19 -0.92 ± 10.95

P * 0.312 0.351 0.176 0.777

*by paired t-test

Pain1, Noise1, LOM1 and MCO1: symptoms at the first visit.

Pain2, Noise2, LOM2, and MCO2: symptoms at visit for splint delivery.

Table 6. Difference of changes between the first visit and the splint delivery visit according to gender

Pain2-Pain3 Noise2-Noise3 LOM2-LOM3 MCO2-MCO3

Female 1.30 ± 2.42 1.27 ± 2.30 1.38 ± 2.50 -2.03 ± 6.53

P * <0.001 <0.001 <0.001 0.016

Male 1.46 ± 1.59 0.48 ± 2.09 0.75 ± 1.48 -1.50 ± 7.44

P * 0.009 0.448 0.108 0.499

*by paired t-test

Pain2, Noise2, LOM2, and MCO2: symptoms at visit for splint delivery.

Pain3, Noise3, LOM3 and MCO3: symptoms at the last visit.

Table 7. Difference of changes between splint delivery visit and last visit according to gender

Pain1-pain3 Noise1-Noise3 LOM1-LOM3 MCO1-MCO3

Female 2.40 ± 2.81 2.28 ± 2.97 1.88 ± 2.60 -4.91 ± 8.68

P * <0.001 <0.001 <0.001 <0.001

Male 2.21 ± 2.37 0.85 ± 2.03 1.67 ± 2.27 -2.42 ± 8.20

P * 0.008 0.175 0.027 0.329

*by paired t-test

Pain1, Noise1, LOM1 and MCO1: symptoms at the first visit.

Pain3, Noise3, LOM3 and MCO3: symptoms at the last visit.

Table 8. Difference of changes between the first visit and the last visit according to gender

와 최종 내원 시의 증상을 비교했을 때 장치장착을

위한 내원 시의 관절잡음과 최종 내원 시의 개구제한

이 급만성 간의 차이가 있는 경향이 있고 만성이 좀

더 관절잡음과 개구제한의NAS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Table 9)

6. 급만성군에서 시기에 따른 증상의 변화와 비교

급성 환자군에서 초진 시부터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통증과 관

절잡음이 감소하였고 개구제한과 최대 개구량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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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n=31) Chronic(n=42) P *

Pain1 4.86 ± 2.56 4.88 ± 2.19 0.963

Pain2 3.27 ± 2.17 4.16 ± 2.10 0.103

Pain3 2.24 ± 2.48 2.61 ± 2.43 0.530

Noise1 3.03 ± 2.66 3.79 ± 2.79 0.246

Noise2 1.97 ± 2.24 2.99 ± 2.41 0.071

Noise3 1.55 ± 1.70 1.40 ± 1.82 0.719

LOM1 3.18 ± 3.14 3.68 ± 2.55 0.454

LOM2 2.79 ± 3.03 3.02 ± 2.73 0.731

LOM3 1.08 ± 1.93 2.05 ± 2.26 0.060

MCO1 36.35 ± 10.79 35.88 ± 9.66 0.844

MCO2 38.52 ± 7.63 39.14 ± 9.27 0.760

MCO3 41.68 ± 6.02 39.56 ± 7.72 0.211

*by independent two-sample t-test

Pain1, Noise1, LOM1 and MCO1: symptoms at the first visit.

Pain2, Noise2, LOM2, and MCO2: symptoms at visit for splint delivery.

Pain3, Noise3, LOM3 and MCO3: symptoms at the last visit.

Table 9. Comparisons of symptoms according to acute and chronic groups

Pain1-Pain2 Noise1-Noise2 LOM1-LOM2 MCO1-MCO2

Acute 1.58 ± 1.83 1.06 ± 2.35 0.39 ± 1.76 -2.16 ± 7.54

P * <0.001 0.017 0.230 0.121

Chronic 0.77 ± 2.32 0.80 ± 2.32 0.65 ± 2.07 -3.26 ± 8.42

P * 0.037 0.032 0.047 0.016

*by paired t-test

Pain1, Noise1, LOM1 and MCO1: symptoms at the first visit.

Pain2, Noise2, LOM2, and MCO2: symptoms at visit for splint delivery.

Table 10. Comparisons and changes between the first visit and the splint delivery visit according to acute and

chronic groups

의한 차이가 없었다. 만성 환자군에서 초진 시부터 교

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

행한 후 통증, 관절잡음, 개구제한은 감소하였고 최대

편이개구량은 증가하였다.(Table 10) 급성 환자군에

서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부터 최종 내원 사이에 통증

과 개구제한은 감소하고 최대 개구량은 증가하였고

관절잡음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만성 환자군에서

는 통증, 관절잡음과 개구제한이 감소하였고 최대편

이개구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1)

급만성군 모두 초진 시부터 최종 내원 사이 통증,

관절잡음, 개구제한은 감소하고 최대편이개구량은 증

가하였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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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2-Pain3 Noise2-Noise3 LOM2-LOM3 MCO2-MCO3

Acute 1.03 ± 2.13 0.42 ± 2.35 1.71 ± 2.48 -3.16 ± 4.95

P * 0.011 0.327 0.001 0.001

Chronic 1.55 ± 2.5 1.62 ± 2.08 1.05 ± 2.33 -0.81 ± 7.52

P * <0.001 <0.001 0.006 0.497

*by paired t-test

Pain2, Noise2, LOM2, and MCO2: symptoms at visit for splint delivery.

Pain3, Noise3, LOM3 and MCO3: symptoms at the last visit.

Table 11. Difference of changes between the splint delivery visit and the last visit according to acute and

chronic groups

Pain1-Pain3 Noise1-Noise3 LOM1-LOM3 MCO1-MCO3

Acute 2.61 ± 2.66 1.48 ± 2.90 2.10 ± 2.68 -5.32 ± 9.58

P * <0.001 0.005 <0.001 0.004

Chronic 2.32 ± 2.87 2.44 ± 2.85 1.72 ± 2.51 -4.02 ± 8.05

P * <0.001 <0.001 <0.001 0.003

*by paired t-test

Pain1, Noise1, LOM1 and MCO1: symptoms at the first visit.

Pain3, Noise3, LOM3 and MCO3: symptoms at the last visit.

Table 12. Difference of changes between the first visit and the last visit according to acute and chronic groups

Ⅳ. 고 찰

퇴행성 관절염을 포함한 측두하악관절장애는 종종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치료는 가

역적이며 비침습적 이어야 하는데, 교합장치는 일시

적으로 저작계의 기능적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동시

에 가역적이며 비침습적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 많

은 연구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환자의 70-90%의 치

료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치유기전에 대해서는 여

전히 논란이 있다.
13-18)

골관절염의 자기한정성 증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 Mejersjo
19)

의 연구에 의하면 보존적 치료가 대

부분의 환자에게 증상을 보다 빨리 완화시키고 적응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는 또 다른 연구
20)

에서 약물치료 효과는 교합장치

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개선효과의 시점이 빠르며 교

합안정장치로 1개월 후에 유의한 증상의 개선을 나타

내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측두하악관절염 환자에 있어 약물

치료보다는 교합안정장치치료의 중요성이 크다고 본

다. Marchon
21)

의 연구에 의하면 측두하악관절염 환

자의 60%에서 치료 초기 3개월 동안 교합안정장치치

료로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약물치료나 행동요법만

으로는 치료 초기 3개월 동안 30%의 환자에서만 증

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했다. Sato등
22)

은 측두하악관

절염환자에게 교합안정장치치료를 행한 후 동통과

개구제한이 개선되었고 치료 전후 단층촬영 결과를

비교했을 때 그 변화가 다양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

다. Wassell23)은 초기 6주는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모든

결과가 비슷한 개선양상을 보였고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의 80%에서 교합안정장치치료가 5개월 이상 진

행되었을 때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또 다른 연구
24)

에서 1년간 교합안정장치치료를 한 결

과 81%에서 통증 감소에는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지

만 관절잡음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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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hlund
25)

는 사춘기(12-18세)의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들에서 교합안정장치치료를 한 결과가 이완요법

과 주의사항요법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훨씬 통증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개구량이나 턱관절과 근육의

압통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고

등26)는 물리요법과 교합안정장치를 병행한 치료에서

저작근 장애를 동반한 골관절염에서 동통과 관절음

이 개선되었고 골관절염환자의 80%에서 관절음이 개

선되었고, 통증을 동반한 관절음의 치료에서 물리요

법만 시행한 경우보다는 물리요법과 교합안정장치를

병행한 경우 증상의 개선이 더 현저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골관절염에서 초기 물리요

법과 약물치료로 동통과 관절잡음은 유의한 개선을

보이나 교합안정장치요법 이후에 관절 잡음은 다른

증상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만성 골관절염에

서는 동통과 관절잡음이 물리요법과 약물치료를 행

하였을 때나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하였을 때나 유의

한 개선을 보였다.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은 남성에 비해 여

성에 더 자주,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27-29) 이는 여성의 측두하악관절

에 기능적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

하여 에스트로겐 농도가 관절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30) 본 연구에서도 측두하악관절 퇴행

성 관절질환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여성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 등
31)

의 연구에서 측두하악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여성에서 호발하고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완만한 증가를 보이며 젊은 연령층의 환

자에서도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측두

하악장애의 퇴행성 변화는 타관절에서 발생하는 퇴

행성 변화와는 다른 역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

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도 골관절염으로 진단되어 치

료받은 환자의 비율이 여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치료

효과에 대해선 여성환자와 남성환자가 골고루 분포

된 연구가 되었다면 더 유용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리

라 사료된다.

측두하악관절염을 포함한 측두하악관절장애의 급

만성에 따라 치료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흔치 않다. 특

히 측두하악관절염의 급만성도에 따른 연구도 그러

하다. 물론 증상의 발현 시점으로만 급만성을 나눠야

하는 한계가 있으나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의 급만성

을 구분 짓고 그 예후를 짐작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다. 박과 고 등
32)

은 초진 시 만성 측두하악관절장애

가 급성에 비해 증상이 심했으나 치료에는 양호한 결

과를 보였고 1년에서 9년의 치료 후 추적 점검시 예

후는 만성이 더 불량하게 나타나고 최대 편이 개구량

도 작았다. 본 연구에서도 급성군에 비해 만성군에서

장치장착 치료 후 최대 편이 개구량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등
26)

은 통증을 동반한 단순 관절음

또는 염발음 환자에서 물리요법과 교합안정장치치료

를 행한 경우 통증에 있어서는 급성보다 만성에서 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급만

성 모두 교합안정장치치료 후에 동통과 개구제한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골관절염은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증상이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만으로 진단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 등
7)
의

연구에 따르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하악 과두

와 전산화 단층촬영의 하악 과두의 골변화 유무를 비

교한 결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특기할만한

과두의 골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환자 중 24%에서 전

산화 단층촬영 상의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났다. 이처

럼 전산화 단층촬영은 골병변이 존재하는 경우에 높

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인다.
33,34)

골관절염이 일반 방사선 사진 상에서 나타날 만큼

충분한 골조직의 파괴가 나타나기까지는 환자가 6개

월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골관절염의 초

기에는 일반 방사선 사진이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CBCT(Cone beam computed tomography)는 이러한

상태의 검사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왔으며 최근 널리

보편화가 이뤄져 방사선 조사량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측두하악관절 골

관절염의 초기 진단에 있어 CBCT가 확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치료에 교합안정장치는 효과

적이지만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에 대한 교합안정

장치의 효과와 예후에 대한 추적 조사는 상당히 부족

한 편이다. 본 논문은 이런 부분에 있어 의의를 가지

고 있으나 최근 2년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

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장기적으

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구강내과

에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임상

검사와 방사선 검사 및 전산화 단층(Cone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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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d tomographic view)촬영으로 측두하악관절

의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초

진 시와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부터 최종 내

원 시까지 월 1회 장치조정을 시행하여 시기별 치료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초진 시와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와 최종 내원 사이

에 모든 증상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가 있게 개선되

었다.

2. 교합안정장치 치료 전까지 치료에서는 급성군에서

통증과 관절잡음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만성군

에서 통증, 관절잡음, 개구제한 및 최대편이개구량

이 모두 개선되었다.

3.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에는 급성군에서 통증, 개구

제한과 최대편이개구량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만성군에서 통증, 관절잡음과 개구제한이 유의하

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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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Occlusal Stabilizing Splint for

Osteoarthritis of Temporomandibular Joint

Ji-Hyun Kim, D.D.S.,M.S.D., Hye-Mi Jeon, D.D.S., Soo-Min Ok, D.D.S.,M.S.D.,Ph.D.,

Jun-Young Heo, D.D.S.,M.S.D., Jung-Hee Jeong, D.M.D, M.S.D.,Ph.D.,

Young-Woo Ahn, D.D.S.,M.S.D.,Ph.D., Myung-Yun Ko, D.D.S.,M.S.D.,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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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valuate the treatment outcome of occlusal stabilizing splint in patients with TMJ osteoarthritis, the 76 subjects

were chosen among the patients who presented to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iagnosed as TMJ osteoarthritis by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x-ray and clinical exam, and treated with occlusal

stabilizing splint from 2009 to 2011. They were treated with physical therapy and medication before occlusal stabilizing

splint delivery and checked monthly after occlusal stabilizing splint delivery. Subjective symptoms and clinical findings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and compare the subjects’ status at the first visit, splint delivery visit and the last visi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ain, noise, LOM and MCO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etween the first visit and occlusal stabilizing splint delivery

visit, and between occlusal stabilizing splint delivery and the last visit.

2. In the acute group, pain and nois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etween the first visit and occlusal stabilizing splint

delivery visit. Pain, LOM and MCO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etween splint delivery visit and the last visit

3. In the chronic group, pain, noise and LOM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etween occlusal stabilizing splint delivery visit

and the last visit.

Key words: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Occlusal stabilizing splint, TMJ Osteoarthrit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