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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과두저형성증 환자의 임상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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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하는 환자 276명에 대해 임상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다. 하악과두 저형성으로 진단된 189

명의 실험군과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87명의 대조군을 임상적으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하악 과두저형성은 골관절염과 임상적으로 많은 부분이 유사하였다.

2. 하악 과두저형성은 골관절염에 비하여 방사선적 진단부위와 통증부위의 일치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3. 하악 과두저형성 양측이환군이 편측이환군에 비해 교합불편감 및 이악물기습관이 많았다.

4. 편측이환군 비교시 하악 과두저형성은 편측저작습관이 높았으며, 개구제한감을 더 많이 느꼈다. 골관절염은 아침의 불편

감 및 두통을 많이 호소하였으며 진단부위와 단순관절음 일치율이 높았다.

5. 양측이환군 비교시 하악 과두저형성이 골관절염보다 평상시 두통을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수평피개량도 컸다.

주제어: 골관절염, 이악물기습관, 편측저작습관, 하악 과두저형성

1)Ⅰ. 서 론

하악과두의 비정상은 일반적으로 무형성(aplasia),

저형성(hypoplasia), 그리고 과형성(hyperplasia)으로

분류된다.1,2) 이들 중 과두저형성은 하악 과두의 발육

부전 또는 형성 결함에 기인하며1), 이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에 의한 것이다3,4). Shafer 등1)에 의하면, 특발

성으로 기인하는 선천성 저형성은 젊은 시기에 시작

되는 과두의 편측성 또는 양측성의 발육부전이 특징

이며, 이런 경우 과두는 전반적으로 작다.

속발성 또는 후천적 과두저형성은 외상, 하악골이

교신저자 : 정성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Tel: 055-360-5230

FAX: 055-360-5238

E-mail: drcookie@pusan.ac.kr

원고접수일: 2013-04-08

심사완료일: 2013-05-03

* 본 연구는 2012년도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임상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나 중이의 감염, 방사선 등에 의한 국소적 원인과 감

염이나 독극물, 류마티스 관절염, 점액다당류증 등에

의한 전신적 원인에 의해 기인한다. 이런 경우 과두는

작으며 흔히 관절유착증과 연관되어 있다5,6). 관절유

착증은 섬유화를 일으키는 출혈과 염증의 원인이 되

는 관절구조물의 손상이 원인이다7). 원발성이나 속발

성 저형성 모두에서 편측성이나 양측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Hurler 증후군8) 같은 전신적인 요인은 양

측성 저형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악 과두저형성은 방사선상에서 과두와 과두경이

정상보다 작고 하악와도 정상보다 더 작게 관찰되며

악관절부위의 골은 피질화가 잘 되어 있어 경계가 유

연하며 정상형태의 방사선불투과상을 보인다. 임상증

례보고에 의하면, 환자들 대부분이 통증이 없고 하악

정중선의 변위, 개구제한, 하악후퇴증, 전치부 개방교

합, 치아의 이소맹출 및 선천성 결손이 존재할 수 있

으나 임상적인 양태나 이환율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므로 임상적인 진단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
6-11).

측두하악장애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하악과두

와 하악와의 관절면에 변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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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증가된 부하나12) 연골하골의 재형성을 수반하는

퇴행성 상태이다13). 많은 경우 과두의 크기 변화 및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하악 과두저형성과 상당히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골관절염의 임상적 진단기준으로는 운동 및 촉진

시 통증, 관절통에 의한 개구제한 및 염발음 등이 있

다14). Rasmussen15,16)은 초기 통증이 있는 동안 관절

의 운동이 제한되고 관절낭 부위의 촉진 시 압통과

근육의 통증이 동반되며, 통증이 사라지면 관절의 운

동이 개선되고 염발음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염

발음은 골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는 임상적 징후이지

만, 진단적 민감도는 낮다17). 골관절염은 대개 방사선

사진 상 편평화, 골증식체, 침식 등과 같은 과두나 관

절와의 관절하골에서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여 확진

할 수 있다18).

측두하악장애환자에서 과두저형성이 방사선검

사에서 종종 관찰되며 다른 측두하악장애 증상과 함

께 나타날 경우 임상적으로 골관절염과 혼동될 수 있

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골관절염은 과두저형성과 구

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 등19)은 10대 하악과두흡

수 환자를 연구함에 있어서 골관절염과 과두저형성

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진단부위와 통증부위의 단순

일치율은 69.5%였고, 반면에 골관절염 환자만을 대상

으로 한 Roh등20)의 연구에서는 관절통 단순일치율이

86.3%이었다. 이 두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과두저형

성을 포함한 연구결과가 과두저형성을 포함하지 않

은 연구보다 통증일치율이 낮았으며, 과두저형성은

악관절 환자를 위한 조사 설문지

  다음은 환자 여러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찰하고 치료해 드리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잘 생각하

셔서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하십시오.

1항 - 자주 두통으로 고생합니까?

2항 - 아래윗니가 불편하게 물린다고 느낍니까?

3항 – 밤중에 이를 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4항 - 아래윗니를 꽉 물고 있는 버릇이 있습니까?

5항 - 아침에 일어날 때 불편하거나 두통이 있습니까?

6항 – 항상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으십니까?

7항 – 턱에 외상이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8항 – 습관적으로 껌을 씹거나 파이프담배를 피우십니까?

Fig. 1. Questionnaire for TMD patient

골관절염보다 통증일치율이 낮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질환은 하악과두흡수환자를 연구

함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대상으

로 일반적인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통해 하악과두

흡수 환자 중 하악 과두저형성과 골관절염을 진단 및

분류하고 임상적으로 서로 비교하여 하악 과두저형

성의 임상적 특징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구강내과

에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276명의 환자

중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로 하악 과두저형성으로

진단된 189명을 실험군으로,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87

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조사항목

측두하악장애 분석 검사 내 설문항목(Fig. 1), 검사

항목, 진단부위 및 통증부위를 조사하였다.

검사항목은 발현시점(Onset), 수평피개량(Overjet),

수직피개량(Overbite), 염발음 부위(Crepitus), 단순관

절음 부위(Click), 과두걸림 부위(Locking), 개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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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of motion, LOM), 최대편이개구량

(Maximum comfortable opening, MCO)등으로 분류

하여21) 측정하였으며, 통증, 관절음, 및 개구제한에 의

한 불편감은 수의 등급에 의한 유추 척도(Numerical

Analog scale : NAS, range 0-10)로 표기하였고, 수

평피개량, 수직피개량 및 최대편이개구량은 mm단위

로 측정하였다. 진단부위(Diagnosis site) 및 통증부

위(Pain site)는 좌우의 편측 그리고 양측으로 분류표

시하였다.

2) 방사선검사 및 분석방법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방사선과에서 일반 파노라마

방사선, 경두개 촬영과 전산화 단층촬영(CBCT:Cone

beam Computed tomographic view)을 시행하였다.

CBCT는 관전압 60 - 90kVp, 관전류 2 - 10 mA의 노

출 조건으로 설정하여 촬영하였다. 파노라마 상에서

하악절흔에서 하악과두의 정점까지의 직선길이를 하

악과두의 길이로 하여(Fig. 2) 정상인 50명을 대상으

로 예비실험을 시행하였고, 평균값 25.04 mm(표준편

차 2.53)를 구하였다. 한쪽 과두가 파노라마상에서 정

상이라 인정될만하고, 반대측 과두가 정상측 보다 5

mm이상 차이가 날 경우 편측성 과두저형성이라 분

류하였고 양쪽 과두가 정상인 평균값보다 5 mm이상

Fig. 2. Height measurement of condyle on Panoramic

radiograph

a : normal, b : hypoplasia

Group
n(%) Mean Age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Study 32(16.9%) 157(83.1%) 189 26.7±12.5 27.6±13.6 27.4±13.4

Control 28(32.2%) 59(67.8%) 87 22.7±14.0 30.2±16.4 27.8±16.0

The data of age was presented by mean±SD in this table

Table 1. The distribution of gender and age

차이가 날 경우 양측성 과두저형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방사선과 전문의가 확진하였다. 골관절염

은 파노라마에서 골변화를 확인 후 CBCT를 통하여

방사선과 전문의가 확진하였다.

3) 대상 분류

방사선 분석 및 판독에 의해서 분류된 대상 중 하

악 과두저형성을 실험군으로, 골관절염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이를 다시 편측진단군과 양측진단군으로 분

류하였다.

4) 통계 분석

카이제곱검증( x2-test) 및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samples T-test)을 통계프로그램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OL,

USA)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하악 과두저형성군과 골관절염군의 임상적 평가

실험군 연구대상자는 12세부터 58세까지 평균연령

26.7세의 남성 32명(16.9%), 12세부터 76세까지 평균

연령 27.6세의 여성 157명(83.1%)이었다.

대조군 연구대상자는 13세부터 60세까지 평균연령

22.7세의 남성 28명(32.2%), 11세부터 78세까지 평균

연령 30.26세의 여성 59명(67.8%)이었다(Table 1).

실험군중 양측 과두저형성을 보인 경우는 47명이

고 편측인 경우는 142명이었으며, 과두저형성부위와

통증부위가 일치한 경우는 50명이였고, 통증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139명이였다 (Table 2).

대조군중 양측 골관절염을 보인 경우는 36명이고

편측인 경우는 51명이었으며, 골관절염 부위와 통증

부위가 일치한 경우는 39명이였고, 통증부위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48명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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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Site

Pain Site

Pain free Right Left Both Total

Right 8 5 18 18 49

Left 15 30 27 21 93

Both 9 12 8 18 47

Total 32 47 53 57 189

Table 2. The distribution of diagnosis site and pain site of study group

Diagnosis

Site

Pain Site

Pain Free Right Left Both Total

Right 2 11 2 4 19

Left 3 4 19 6 32

Both 2 11 14 9 36

Total 7 26 35 19 87

Table 3. The distribution of diagnosis site and pain site of control group

Group Same Different Total

Study 50(26.5%) 139(73.5%) 189

Control 39(44.8%) 48(55.2%) 87

Total 89(32.2%) 187(67.8%) 276

Table 4. Comparison of diagnosis site and pain site

concordance rate between groups

과두저형성군과 골관절염군의 진단부위와 통증부

위의 일치여부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과두저

형성군에서 불일치도가 높았다(p=0.002, Table 4,

Fig. 3)

하악 과두저형성과 골관절염환자의 구강내 구치부

교합 관찰결과는 Angle씨 분류에 따라 각각 Class I

교합이 실험군 144명, 대조군 64명, Class II div I 교

합이 실험군 22명, 대조군 12명, Class II div 2 교합이

실험군 5명, 대조군 1명, Class III 교합양상은 실험군

18명, 대조군 10명 이였다(Table 5, Fig. 4).

하악 과두저형성군과 골관절염군에서 악관절 환자

를 위한 설문조사 각 항목(Fig. 1)별로 ‘예’라고 답변

한 비율은 다음과 같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

다(Fig. 5).

73.50%
55.20%

26.50%
44.80%

Study Control

Different Same

x2-test p-value = 0.002

Fig. 3. Comparison of diagnosis site and pain site concordance

rate between groups

Fig. 4. Distribution of Angle's classification for

occlus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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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ngle's classification

Total
Cl I Cl II div1 Cl II div2 Cl III

Study 144(76.2%) 22(11.6%) 5(2.6%) 18(9.5%) 189(100%)

Control 64(73.6%) 12(13.8%) 1(1.1%) 10(11.5%) 87(100%)

Total 208(75.4%) 34(12.3%) 6(2.2%) 28(10.1%) 276(100%)

Table 5. Distribution of Angle's classification for occlusal relationships

37.00%

43.20%

22.20%

30.20%
26.50%

50.80%

12.70%

8.50%

27.60%

47.10%

17.20%

23.00%

32.20%

43.70%

12.60% 13.80%

headache occlusal 
discomfort

bruxism clenching morning stiffness uni. Chewing trauma chewing gum

Study Control

Fig. 5. The distribution of questionnaire for TMD patients

실험군과 대조군 환자들 스스로가 느끼는 관절잡

음 및 과두걸림을 편측, 양측으로 분류할 때 다음 표

와 같으며 두군간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6).

Noise/Locking Group One site Both N/S*

Crepitus
Study 20(10.6%) 10(5.3%) 159(84.1%)

Control 11(12.6%) 3(3.5%) 73(83.9%)

Click
Study 60(31.7%) 43(22.6%) 86(45.5%)

Control 32(36.8%) 14(16.1%) 41(47.1%)

Locking
Study 8(4.2%) 2(1.1%) 179(94.7%)

Control 8(9.2%) 0(0%) 79(90.8%)

*no noise or no locking

Table 6. The distribution of noise and locking sensation

실험군과 대조군 환자들의 발현기간, 수평피개량, 수

직피개량, 통증, 관절음, 개구제한 및 최대편이개구량에

대한 평균을 분석하였고 유의성은 없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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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s Group mean±SD p-value*

Onset

(month)

Study 26.7 ± 43.3
0.560

Control 23.5 ± 41.2

Overjet

(mm)

Study 3.3 ± 2.3
0.327

Control 3.1 ± 1.7

Overbite

(mm)

Study 2.1 ± 2.0
0.740

Control 2.2 ± 2.2

MCO

(mm)

Study 38.3 ± 9.4
0.944

Control 38.2 ± 9.9

Noise

(NAS)

Study 3.1 ± 2.8
0.379

Control 2.8 ± 2.5

Pain

(NAS)

Study 4.1 ± 2.5
0.899

Control 4.1 ± 2.1

LOM

(NAS)

Study 3.5 ± 2.9
0.754

Control 3.3 ± 3.8

*by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Table 7. Comparison of symptoms between groups

Questionnaire
One site Both

p-value*

No(%) Yes(%) No(%) Yes(%)

Occlusal discomfort 78(55) 64(45) 18(38) 29(62) 0.048

Clenching 105(74) 37(26) 27(48) 20(52) 0.033

*by x2- test

Table 8. Comparison of TMD chart between study of diagnosis site.

Questionnaire
One side Both

p-value*

No(%) Yes(%) No(%) Yes(%)

Morning stiffness 30(59) 21(41) 29(81) 7(19) 0.033

*by x2- test

Table 9. Comparison of TMD chart between control of diagnosis site.

n(%)
Study Control

p-value*

Same(%) Different(%) Same(%) Different(%)

Click side 25(18) 117(82) 16(31) 35(69) 0.039

*by x2- test

Table 10. Comparison of concordance rate between groups of one side diagnosis

2. 하악 과두저형성군의 임상적 비교

실험군을 편측진단군과 양측진단군으로 나누어 비

교 분석하였다.

악관절 환자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2항 비교시 양측

진단군이 편측진단군에 비해 교합불편감을 더 많이

호소하였고(p=0.048), 4항비교시 양측진단군에서 이

악물기습관이 많았다(p=0.033, Table 8). 나머지 비교

항목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3.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군의 임상적 비교

대조군을 편측진단군과 양측진단군으로 나누었고

악관절 환자를 위한 설문조사 5항 비교시 편측 진단

군에서 아침에 불편감과 두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3, Table 9).

4. 실험군과 대조군의 편측진단환자의 임상적 비교

편측진단군 비교시 대조군에서 진단부위와 단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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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음 부위의 일치율이 높았다(p=0.039, Table 10).

악관절 환자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5항-아침에

불편감과 두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대조군에서 높았

으며(p=0.034), 6항-편측저작습관이 실험군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p=0.080, Table 11).

그리고 실험군에서 개구제한감이 유의성 있게 높

게 나타났다(p=0.044, Table 12).

Questionnaire
Study Control

p-value*
No(%) Yes(%) No(%) Yes(%)

Morning stiffness 106(75) 36(25) 30(59) 21(41) 0.034

Unilateral Chewing 66(46) 76(54) 31(61) 20(39) 0.080

*by x2- test

Table 11. Comparison of TMD chart between groups of one side diagnosis

Symptoms Group mean±SD p-value*

LOM
Study 3.6 ± 3.0

0.044
Control 2.75 ± 2.4

+Limitation of motion

*by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Table 12. Comparison of LOM+ between groups of one side diagnosis

Study Control
P value*

No(%) Yes(%) No(%) Yes(%)

Headache+Limitation of motion 25(53) 22(47) 29(81) 7(19) 0.010

*by x2- test

Table 13. Comparison of TMD chart between groups of both diagnosis

Symptoms Group mean±SD p-value*

Overjet

(mm)

Study 4.3 ± 3.3
0.014

Control 3.0 ± 1.2

MCO

(mm)

Study 36.8 ± 7.9
0.084

Control 40.3 ± 9.9

*by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Table 14. Comparison of symptoms between groups of both diagnosis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측진단환자의 임상적 비교

양측진단군 비교 시 악관절 환자를 위한 설문조사

에서 1항-평상시 두통을 실험군에서 더 많이 호소하

였다(p=0.010, Table 13).

그리고실험군에서수평피개량이컸으며(p=0.014), 최

대편이개구량이작은경향이있었다(p=0.084,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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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을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

서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악과두의 비정

상적인 소견이 종종 관찰되며, 측두하악과두의 과두

저형성과 골관절염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된다. 그

러나 현재까지는 두 질환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임상

적 기준이 중첩되며 모호한 상태이다.

Speculand6)는 관절유착에 의한 편측성 과두저형성

의 증례연구에서 임상적으로 하악정중선의 변위와

개구제한을 보고하였고, Werner9)은 개구제한과 정중

선의 변위가 없고 전신적인 요인, 외상, 감염 등의 특

별한 원인이 없는 편측성 과두저형성을 과두이형성

이라고 보고하였다.

양측성의 과두저형성을 보인 Hurler 증후군환자에

서는 방사선 검사 시 다수치아의 이소맹출과 선천성

결손, 두드러진 악각전 절흔(antegonial notch)과 오

른쪽 하악체의 방사선투과상이 보고된 바있다8).

반면 Ferri 등10)은 전신질환, 외상 및 감염 등의 원

인 없이 양측성의 심각한 선천성 과두저형성을 보이

는 두명의 환자에 대한 치험례를 보고하였다. 이 두명

의 환자는 전치부 개방교합 및 하악후퇴증의 2급 부

정교합을 보였으나 정상적인 치열을 가지고 있었으

며 개구제한이나 하악정중선의 변위는 없었다.

Björk11) 등은 선천적 양측성 안검하수에 의해 발생

된 양측성 과두저형성 환자증례에서 하악후퇴증 및

하악의 심한 전치부의 총생과 개방교합을 보고하였

다.

이러한 하악 과두저형성에 대한 증례보고6-11)에 따

르면 편측 또는 양측성의 과두저형성에서는 하악정

중선의 변위, 개방교합 그리고 2급 부정교합 등의 임

상적 특징을 보이나,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하악 과두저형성의 보편적

이며 일반적인 임상적 특징을 정의하기는 힘들다.

Lim 등22)은 한국인 측두하악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치부 개방교합, 하악의 후퇴감, 안모

비대칭, 개구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는 퇴행성 관

절변화를 보일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고, 다른 여러 연

구들에서도 전치부 개방교합이 골관절염과 관련이

있으며23-25), 골관절염으로 인한 하악과두 조직의 파

괴와 소실은 상,하악 관계의 변화24,25)를 나타나며, 하

악지의 길이를 감소시키고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을

야기시켜 돌출된 안모와 II급 부정교합의 경향을 심

화시킨다고 하였다25-27). 이러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골관절염보다 과두저형성에서

개구제한감을 더 느낀다고 할 수 있으며 양측성으로

진행 시 하악후퇴감도 더욱 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 등19)의 방사선 상에서 인정될 만한 과두

흡수를 보인 환자연구에 의하면, Class I 교합자가 가

장 많았으며 과두흡수 부위와 통증부위의 단순일치

율(진단부위가 편측이고 통증부위가 양측이라도 통

증일치로 나눔)은 69.5%였으며 완전일치율(진단부위

가 편측이고 통증부위가 양측이면 불일치로 나눔)은

35.6%였다. 하악 과두저형성을 실험군으로, 골관절염

을 대조군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실험군, 대조군 모두

에서 Class I 교합자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과두저

형성군의 단순 일치율은 57.7%(완전일치율은26.5%),

골관절염군의 단순일치율은 85.1%(완전일치율은

44.8%)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전 등19)의 연구에

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과두저형성군과 골관절

염군을 구분하였고, 표본수를 늘려 관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Roh 등20)의 연구에서 골관절염의 경우 86.3%

에서 관절통을 호소한다는 결과와도 비교해볼 수 있

는데, 이 연구에서는 진단부위와 통증부위의 일치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 일치율을 관찰한 값이라 생각되

며, 본 연구 대조군의 단순 일치율과 일치한다. 따라

서 진단부위와 통증부위를 평가하는 것은 골관절염

과 과두저형성을 판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임상

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악과두 퇴행성 변화 발생에 대한 Jo28)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왼쪽 과두의 이환율이 높았으며, Gray29)

의 연구에 의하면 골관절염은 일반적으로 편측에 이

환되었으며, 양측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한쪽의 증상

이 더 심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나 일부 연구에서 하악지의 길이차이, 편측

저작, 그리고 악습관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30).

이는 본 연구결과와 여러 부분에서 일치하는데,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편측진단군이 많았으며, 특히

왼쪽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결과는

실험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편측성 환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편측저작습관이 더 높은 경향

을 보여, 편측저작습관은 골관절염과 과두저형성의

주요한 임상적 특징으로 생각되어지며 특히 편측성

과두저형성과 더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골관절염환자의 경우 기상시 뻣뻣함을 자주 호소

하나 30분을 넘지 않는다31)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아침의 불편감과 두통이 확인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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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성보다 편측성 대조군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편측성 실험군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대조군

에서 기상시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였다.

평상시의 두통의 경우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많이

호소하였고, 양측성의 경우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

다. 그리고 실험군에서 관찰된 낮동안의 이악물기 또

한 편측성보다 양측성 실험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통, 이갈이, 기상시 불편감의

특징을 비교해본 결과 실험군에서는 주로 낮동안의

증상, 대조군에서는 주로 밤동안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관절의 부하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골관절염과는 달리 하악 과두저형성증

은 그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지속적인 비정상적

두부자세가 원인이 된 양측성 과두저형성증에 대한

증례보고11)는 있으나 하악 과두저형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교합불편감은 양측성 실험군에서 편측성 실험군보

다 더 많이 느꼈는데, 이는 편측성 실험군에서보다 양

측성 실험군에서 더 많은 하악후퇴증과 개방교합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며, 이는 이전의 증례분석6,8-11)결과

와 일치하였다.

관절잡음은 두 군 모두에서 50% 정도의 비율로 단

순관절음이 높게 관찰되었으며, 염발음의 경우 15%

정도였고, 대조군의 편측진단환자들이 실험군의 편측

진단환자들 보다 단순관절음의 일치율이 높게 나타

났다. Lim 등22)은 염발음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다

른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에 비해 측두하악관절의 퇴

행성 골 변화를 보일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는

퇴행성 골변화를 보이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인 10%정도였으며 단순관절음이 63%정도로 훨

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고, 환자가 자각하는 관절잡음과 임상가에 의한 측정

값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차후 골관절염과

과두저형성의 관절잡음에 대한 주관적인 증상과 객

관적인 증상을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측성 실험군이 양측성 대조군보다 수평피개량이

컸으며, 최대편이개구량은 작은 경향이 있었고, 편측

성 진단환자의 경우 실험군에서 개구제한감을 더 많

이 느꼈다. 이는 하악후퇴증이 과두저형성에서 보다

더 많고 심하게 일어났으며, 골관절염이 더 많이 진행

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 하악 과두저형성은 골관절염과

임상적으로 많은 부분이 유사하였으나 진단부위와

통증부위의 일치율이 골관절염에 비해서 상당히 낮

았으며, 이는 하악 과두저형성의 임상적 진단에 있어

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하악 과두

저형성은 편측저작, 평상시 두통, 이악물기와 관계가

있으며 수면중 악습관과 관계된 골관절염과는 구별

되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관절잡음과 관계된

주관적, 객관적 증상의 비교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하는 환자 276명에 대해 임

상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다. 하악과두 저형성

으로 진단된 189명의 실험군과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87명의 대조군을 임상적으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하악 과두저형성은 골관절염과 임상적으로 많은

부분이 유사하였다.

2. 하악 과두저형성은 골관절염에 비하여 방사선적

진단부위와 통증부위의 일치율이 현저하게 낮았

다.

3. 하악 과두저형성 양측이환군이 편측이환군에 비해

교합불편감 및 이악물기습관이 많았다.

4. 편측이환군 비교시 하악 과두저형성은 편측저작습

관이 높았으며, 개구제한감을 더 많이 느꼈다. 골

관절염은 아침의 불편감 및 두통을 많이 호소하였

으며 진단부위와 단순관절음 일치율이 높았다.

5. 양측이환군 비교시 하악 과두저형성이 골관절염보

다 평상시 두통을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수평피개

량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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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Assessment of Patients with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Young-Chul Yi1, D.D.S.,M.S.D.Ph.D, Bong-Hae Cho2, D.D.S.,M.S.D.,Ph.D.,

Soo-Min Ok1, D.D.S.,M.S.D.,Ph.D., Jun-Young Heo1, D.D.S.,M.S.D, Kyung-Hee Kim3, D.D.S.,M.S.D.,Ph.D.,

Young-Woo Ahn1, D.D.S., M.S.D.,Ph.D., Myung-Yun Ko1, D.D.S.,M.S.D.,Ph.D.

Sung-Hee Jeong1, D.M.D.,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1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2

Dept. of Oral Medicine, P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3

Objective : Condyle hypoplasia in temporomandibular joint(TMJ) is often observed in several radiographic views.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is frequently confused with osteoarthritis with bony changes in TMJ. This paper

investigate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as compared with TMJ osteoarthritis.

Material and method : 276 patients with TMD were taken clinical and radiological examination and were divided into

study group, 189 patients diagnosed with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and control group, 87 patients diagnosed with

TMJ osteoarthritis. And clinical features(Onset, Overjet, Overbite, Noise, Locking, NAS of noise, LOM, pain, MCO, and

site of diagnosis and pain)of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

1.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and TMJ osteoarthritis were similar in many of the clinical features.

2.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concordance rates of the radiographic diagnosis site and the pain sit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MJ osteoarthritis.

3. Bilateral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group had more occlusal discomfort, and clenching habits than unilateral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group.

4. Unilateral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group had more unilateral chewing habits and LOM than unilateral TMJ

osteoarthritis group. Unilateral TMJ osteoarthritis group had more morning stiffness and higher concordance rates of

the radiographic diagnosis site and the click sound site than unilateral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group.

5. Bilateral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group had more usual headaches and overjet than bilateral TMJ osteoarthritis

group.

Conclusion :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has somewhat distinguishing clinical characteristics as compared with

TMJ osteoarthritis.

Key words: Clenching, mandibular condyle hypoplasia, morning stiffness, TMJ osteoarthritis, unilateral chewing hab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