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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diagnosis and evaluation criteria which can be used in clinical trial.
Methods We investigated the clinical studies on temporomandibular disorders via 
PubMed. Also, we searched domestic articles through “OASIS”, “NDSL”, “KISS”,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KTKP)”. The articles we focused on were the recent decade 
from 2007 to 2016. A total of 139 studies were analyzed: 42 domestic articles and 97 over-
seas articles. This study focuses on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criteria on tempor-
omandibular disorders.
Results 1) In diagnosis criteria,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DC/TMD) was used 14 times in domestic articles and 63 times in overseas 
articles. Clinical symptoms were used 13 times in domestic articles, 17 times in overseas 
articles. 2) In evaluation criteria, Visual Analog Scale (VAS) was used as a pain scale 12 
times in domestic articles, 63 times in overseas articles. Pressure Pain Threshold (PPT) was 
used 16 times in overseas articles. Whereas, no clinical trials used PPT in domestic articles. 
In psychological scale, 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was used 6 times. 
However, SCL-90-R was used 2 times in domestic articles. ROM(Maximum Mouth 
Opening (MMO), Maximum Comfortable Opening (MCO) were used 24 times in overseas. 
In domestic articles, MMO was counted 12 times, while MCO was counted 5 times.
Conclusions This research reviewed the tendency of using diagnosis methods and eval-
uating outcomes of the clinical on TMD. It is expected that this investigation would develop 
further treatment for TMD in the Korean Medicine. (J Korean Med Rehabil 2016;26(4): 
45-55)

Key words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
omandibular disorders (RDC/TMD), Diagnosis methods, Evaluation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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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연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문제를 포괄하는 어휘로써,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저작근이나 귓바퀴의 전방 부위에서 나타나는 국

소화된 통증이며, 비대칭적이거나 제한된 하악운동 및 관

절 잡음이 흔히 나타난다1). 턱관절 통증, 연하곤란, 귀의 

통증, 귀울림, 현기증, 귀의 압박감 또는 충만감 등을 보

이는 환자들을 1934년 Costen이 Costen’s syndrome이라

고 발표2)한 이후로 측두하악장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 이전에는 저작근, 악관절 또는 그와 관련된 구

조물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문제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측두하악동통기능장애(temporomandibular pain and 

dysfunction syndrome, PDS), 근막동통기능장애증후군

(myofascial pain dysfunction syndrome, MPDS), 측두하

악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두개하

악장애(craniomandibular Disorders, CMD), 또는 측두하

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등의 용어들

이 사용되어 오다가, 1983년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 이를 

측두하악장애로 통일하였다3).

현재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에는 5가지의 중요한 학설이 

있다. 기계적 변위설, 근육설, 근신경설, 정신생리학설, 

심리학설이다4). 요약하면 측두하악장애를 야기하는 원인

으로 지목된 것은 부정교합, 관절와 내에서 측두하악관절 

과두의 위치이상, 저작근에서의 부분적인 근육경련, 구강

에 관련된 나쁜 습관, 사회 심리적 압박감 혹은 위의 모

든 요소들의 복합 등이다.

측두하악장애는 매우 흔한 만성 동통 질환임에도 불구

하고 MRI 등의 방법 외에는 그 검사의 특이성이 부족하

고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단기준을 갖춘 분류체

계의 부족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유병률이나 분포의 평가

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5). 또한, 치료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증상과 징후의 자발적인 변화를 알아내야 하나 이 

또한 평가기준과 진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어려웠다6).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2년 Dworkin7)등은 측

두하악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하였

고,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요통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김 등8)이 만성요통 임상 연

구에 사용된 설문지 현황을 분류하여 발표하였고, 해외의 

경우 Deyo 등9)이 만성 요통 연구에 사용할 기준을 표준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측두하악장애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측두하악장애의 진단 및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및 치의학계와 한의학계에

서 발표된 임상 논문들을 고찰하여 진단기준 및 평가도구

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한의

학계에서 측두하악장애 임상 연구시 환자의 진단과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논문검색

1) 국내 논문 검색

국내 논문 검색을 위하여 전통의학정보포털(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전통지식포탈(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KTKP)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 기간은 2007년 1월

부터 2016년 9월까지 발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

색어는 “측두하악장애”, “측두하악”, “턱관절”, “TMJ”, 
“Temporomandibular disorder”로 시행하였다. 

2) 해외 논문 검색

해외 논문 검색은 pubmed (www.ncbi.nlm.nih.gov/ 

pubmed)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는 ‘temporomandi-

bular disorder’로 하였다. 또한 관련 용어를 포괄하는 단

어를 찾기 위해 미국국립도서관의 MESH Browser를 이용

하여 ‘Temporomandibular Joint Dysfunction Syndrome’, 
‘Myofascial Pain Dysfunction Syndrome, Temporoman-

dibular Joint’, ‘Temporomandibular ankylosis’를 검색하

여 해당되는 논문들을 찾았다. 관련 논문들의 Articles 

Type을 Clinical trials로 하였고, 2007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발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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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trial 
selection process on the TMD 
diagnosis and evaluation criteria.

Fig. 2. Frequency of usage for diagnosis methods for tempor-
omandibular joint disorders in clinical trial literature.

2. 검색된 주 진단기준의 분류방법

Litt 등의 연구10)에 따르면 측두하악장애의 평가기준으

로 통증(pain), 통증과 턱관절의 병리(pain and TMJ path-

ology), 정신의학적 증상(psychiatric symptoms), 인지 구

조(cognitive constructs), 통증과 관련된 변수(treatment- 

related variables)의 다섯 가지로 보았다. 또한, Edwards 

등의 연구11)에서는 만성통증의 치료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Psychosocial factors, Pain qualities, Sleep and fatigue, 

Quantitative Sensory Testing (QST), Conditioned Pain 

Modulation (CPM), Pharmacologic Challenge의 여섯 가

지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추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tt과 Edwards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두

하악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

였다. Pain scale은 통증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Visual 

Analog Scale (VAS), Numeric Rating Scale (NRS) 등을 포

함하였고, psychosocial scale은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이

나 불안감 등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평가기준을 포함하였

다. 관절운동범위는 최대개구범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Functional Scale은 일상생활에서의 턱관절

의 동작과 저작, 음식물 섭취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

하였다. Sleep and fatigue에는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와 같이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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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고, 해외에서만 사용한 Cognitive construct를 하

나의 평가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Scale외에는 영상진단인 

X-ray와 MRI로 분류하였다.

결과»»»
1. 진단기준 검색결과

1) 국내 논문

국내논문 검색 결과 OASIS에서 총 11건, NDSL에서 

184건, KISS에서 108건 중 중복되거나 해당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리뷰 논문, 유병률을 연구한 논문, 동물실험을 

한 논문, 다른 질병과 측두하악 장애를 함께 비교한 논문

을 제외하고 총 42건을 선정하였다. 42편의 논문을 분석

한 결과 국내 논문 중 한의학계에서 발행된 논문은 8편이

었고, 치의학계에서 32편, 심리학 학회지가 1편이었다.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측두하악장애연

구진단기준(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

mandibular Disorders; RDC/TMD)를 사용한 연구가 14

건이었으며, 14건 모두 치의학과 관련된 학회지에서 발행

된 논문이었다. 턱관절 및 근육의 통증, 개구장애, 염발음 

등의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13편이었으며 그 

중 한의학계에서 발행된 논문 4건이 해당되었다. X-ray 

판독 및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와 같이 영

상진단을 진단 기준으로 한 연구가 9편이었다. 진단기준

을 명시하지 않은 연구는 7편이었고, 연구자가 만든 임상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가 5편, 미국 구강안면동통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Orofacial Pain; AAOP)의 측두하

악장애를 위한 간이 설문 10개 문항을 사용한 연구 2건이

었다. 그 외에 VAS, Helkimo Index를 사용한 연구가 각 

1건씩이었다.

2) 해외 논문

해외논문 검색결과 pubmed에서 308건이 검색되었고,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 본문 등을 두 명의 한의사

가 검토하여 토의를 거친 후 해당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동물실험 논문을 제외하고 프로토콜, 예비연구 등의 논문

은 포함하여 총 97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RDC/ 

TMD가 63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통증 및 개구장애, 염발

음 등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17건이었다. 진단

기준을 밝히지 않은 연구는 6건, MRI를 진단기준으로 한 

연구와 Helkimo index를 진단기준으로 한 연구가 각 5건

이었다. Wilkes stage를 이용한 연구가 4건이었으며, 미

국 구강안면동통학회(AAOP)의 측두하악장애를 위한 간

이 설문 10개 문항을 사용한 연구가 2건이었다. Fricton 

설문지를 기준으로 한 연구가 1건이었다. 

2. 평가기준 검색결과

1) 국내 논문

Pain scale에서는 VAS가 12건, NRS가 9건, Facia Pain 

Score Scale (FPSS)가 3건, Pressure Pain Threshold (PPT)

가 2건, McGill Pain Questionnaire (MPQ)가 1건이었다. 

개구범위를 평가한 기준으로는 Maximum Mouth Opening 

(MMO)가 12건, Maximum Comfortable Opening (MCO)

가 5건이었으며, Psychological scale에서는 RDC/TMD 

Axis II를 사용한 연구가 3건이었고, Symptom Checklist- 

90-Revised (SCL-90-R)이 2건, Beck’s Depression Inven-

tory (BDI)가 1건, Stress Reaction Index (SRI)가 1건, 

Holmes & Ra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

가 1건이었다. 수면을 평가한 연구로는 PSQI가 2건, 

Epworth Sleepiness Scale (ESS)가 1건이었고, Function 

scale에는 Mandibular Function Impairment Question-

naire (MFIQ)가 1건 있었다. 그 외에 x-ray로 평가를 한 

경우가 4건 있었다. 한의학 논문의 경우 VAS를 사용한 

논문이 3편, NRS를 사용한 논문이 3편, 개구 정도를 평가

한 논문이 4건으로 나타났다.

2) 해외 논문

97편의 논문을 1차 분석한 결과 49개의 평가기준이 사

용되고 있어서, 최종분석에서는 3회이상 사용된 평가기준

만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Pain scale에서는 VAS가 63건

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PPT가 16건, NRS가 7건이었다. 

Patient’s Global Impression of Change Scale (PGIC), 

MPQ와 Symptom Severity Index (SSI)를 사용한 연구가 

각 3건이었다. Psychological scale에서는 SCL-90-R이 6건,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가 3건이었으며, MMO, MCO등 개구 범위를 측정

한 연구는 24건이었다. Function scale로는 Jaw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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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quency of usage for evaluation outcomes for tem-
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in clinical trial literature.

Limitation Scale (JFLS)가 2건, Graded Chronic Pain 

Severity (GCPS)가 2건, LDF-TMDQ (Limitations of Daily 

Functions in TMD Questionnaire)가 2건이었다. 측두하악

장애 환자의 Cognitive construct를 평가기준으로 사용한 

논문은 Pain Related Self Statements Scale (PRSS)가 3건으

로 나타났다. 그 외에 근전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연구가 

12건을 나타내었다.

3. 검색된 주 진단기준의 분류

1) RDC/TMD Axis I

RDC/TMD Axis I은 검사자간 혹은 같은 검사자의 진

단과 재진단 결과가 일관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

다. 세 가지 군으로 나누어지는데 I군은 근육장애군, II군

은 관절원판변위군, III군은 기타 다른 관절질환군이다12).

2) 임상증상

클릭음, 통증, 개구 정도, 개구 및 폐구시 하악의 편위 

등을 검사자가 환자를 직접 평가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

단하고 분류하였다.

3) Helkimo index

Helkimo는 TMD의 증상과 증후를 숫자화, 표준화시킨 

Helkimo index를 고안하였다. 그의 index는 환자가 느끼

는 증상의 주관적 심도에 의한 영향이 적고, 질적인 것보

다는 증상의 유무나 이환부의 숫자 등 양적인 것으로 지

표가 결정되도록 하여 재현성과 간편성이 뛰어나다. 

Anamnestic index (Ai)13)와 Dysfunction index (Di)14)로 

구성되어 있다. 증상별로 Ai0, Ai1, Ai2 군으로 나눌 수 

있고, Di의 경우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으로 Di0부터 

DiIII까지 구분할 수 있다.

4) 미국 구강안면동통학회(AAOP)의 측두하악장애를 위

한 간이 설문 10개 문항

간이설문은 전문적인 임상검사 없이도 간단한 설문조

사로써 환자의 현 상태를 측두하악장애와 관련시켜 파악

할 수 있다. 설문 문항에 하나라도 양성응답을 보이면 측

두하악장애로 확인하기에 충분하며 양성응답문항수에 의

해 증상의 심도를 알 수 있다15).

5) Wilkes stage

측두하악장애의 정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단하는 

기준이다. 각 단계별로 임상, 방사선, 수술적으로 어떤 특

징을 지니는지를 기술하여 Early stage, Early/intermediate 

stage, Intermediate stage, Intermediate/late stage, Late 

stage로 나누었다16).

6) X-ray 및 MRI

측두하악장애를 진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파노라마촬영

술을 사용하며, 악골의 전반적인 평가에 유용하다17). 파

노라마촬영술은 하악과두의 내측면이 잘 나타나며, 골절 

등 하악과두의 전반적인 골변화의 평가에 도움을 준다17).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하악과두 수직길이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여 산출한 비대칭지수를 측정한 연구18)가 

있다. MRI는 측두하악관절의 내장(internal derangement)을 

보여주는 비관혈적인 진단 방법으로 관절원판의 위치, 모양

과 과두의 운동 범위를 관찰하는데 매우 우수한 방법이다17). 

김 등19)의 연구에서는 MRI 영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단기준을 세웠다. 정상은 폐구 영상에서 관절의 후방대

가 과두의 상방에 위치하고 관절의 얇은 부위인 중심부가 

과두의 전방 돌출부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태, 

정복성 관절 원판 변위(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ADDWR)는 최대 교두 감합위에서 관절원판이 

앞쪽으로 변위되어 있으나 개구시 정상 위치로 복구되는 

상태,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ADDWOR)는 폐구 영상에서 관절원

판이 앞쪽으로 변위되어 있으며 개구시에도 관절원판이 

폐구영상의 위치와 변함이 없는 상태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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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된 주 평가기준의 분류

1) Pain scale

(1) Visual Analog Scale (VAS)

시각상사척도는 환자에게 주어진 선 위에 환자 스스로

가 자신의 통증 정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아

무런 표시도 없는 10 cm의 가로방향의 직선을 사용하여, 

왼쪽 끝에 ‘통증 없음’을, 오른쪽 끝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고 표시한다. 점수는 주로 1 mm 당 

1점씩으로 계산해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사용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20).

(2) Numeric Rating Scale (NRS)

환자가 자신의 통증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를 주어진 

숫자 중에 말이나 글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주로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하는 NRS-11을 많이 쓴다20).

(3) McGill Pain Questionnaire (MPQ)

McGill통증 설문지는 20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진 통

증을 묘사하는 78개의 어휘와 환자의 전반적인 통증 강도

를 평가하는 현재 통증 강도, 통증 부위 등을 묻는 질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는 각 소그룹에서 자신의 통증

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단어를 하나만 선택하게 되고 

해당되는 어휘가 없는 소그룹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McGill 통증 설문지에 사용되는 채점법에 

의해 채점되어 통증을 평가하게 된다20).

(4) Pressure Pain Threshold (PPT)/Pressure Pain 

Tolerance (PPTol)

PPT의 측정은 압력통각계(pressure algometer)를 사용

하여, 피험자는 측정되는 근육(측두근, 교근)이 노출되게 

편안히 앉은 자세로 측정한다. 압력통각계를 1 kg/sec의 

속도로 검사부위에서 수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바로 “아”하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여 

그 순간의 pressure algometer 계기상의 수치를 kg/cm2

단위로 계측한다. 동일한 조사자가 반복하여 측정하여 그 

값을 평균치로 사용한다21). 또한, PPTol은 압력통각계를 

수직으로 압력을 가하여 통증이 최고에 달하는 시점에서 

환자가 신호를 하여 그 순간의 pressure algometer 계기

상의 수치를 kg/cm2 단위로 계측한 것이다21).

(5) Facial Pain Score Scale (FPSS)

악관절 질환 및 안면 동통의 주관적 평가, 악기능 설

문, 활동제한 설문을 작성하여 경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각 설문지 등의 각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다22).

2) Psychosocial scale

(1) 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SCL-90-R은 현재의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는 것이며, 9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

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으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5단계

로 평가한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

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 증상차원이 있다. 

피검사자의 전반적 정신건강수준을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로 알 수 있다23).

(2) Centre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 증상의 측정은 CES-D가 사용된다. CES-D는 20가

지의 우울증상 중 지난주에 겪었던 증상을 0: 극히 드물

다(일주일 1일이하) 1: 가끔 있었다(일주일 1-2일간) 2: 

종종 있었다(일주일 3∼4일간) 3: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5일 이상)으로 점수를 평가하게 한다24). 

(3) Beck’s Depression Index(BDI)

환자의 우울증상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Beck 등이 개

발한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며, 국내에서는 이 

등25)이 번안하였다. 각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네 문장 중 지난 1주 동안의 상태와 부합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총 점수는 0∼63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경향이 높은 것이다26).

(4) RDC/TMD Axis II

RDC/TMD Axis II에서는 우울증을 평가하는 척도를 포

함하고 있어 RDC/TMD Axis II depression sca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RDC/TMD Axis II는 측두하악장애와 연

관이 있는 행동적, 정신적, 정신사회적인 요소를 평가하

는데 사용된다. 동통의 상태에 관련된 변수(동통의 평균 

강도, 현재의 강도, 가장 심할 때의 강도), 하악의 기능적

인 제한, SCL-90-R에 기초한 정신적인 상태(우울증과 신

체화 장애), 동통강도와 일상생활에의 장애의 정도를 0에

서 IV로 분류하는 만성동통척도(graded chronic pain 

scale; GCPS)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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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nge of motion (ROM)

(1) Maximum Mouth Opening (MMO) 자발적 최대 개구

검사대상자에게 하악을 편안한 위치로 위치시키도록 

한다. 그 후 검사대상자에게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가능한 

크게 입을 벌리도록 한다. 밀리미터 자의 한쪽 끝을 상악 

중절치의 절치연에 놓고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반대편 

하악 절치의 순절치연까지의 수직거리를 밀리미터 자로 

측정하고 이 측정치를 기록한다28).

(2) Maximum Comfortable Opening (MCO) 무통성 

자발적 개구

검사대상자에게 하악을 편안한 위치로 위치시키도록 

한다. 검사대상자에게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가능

한 크게 입을 벌리도록 한다. MMO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

한다. 어떤 상악 절치가 선택되었는지를 기록지에 표시한

다. 검사대상자가 30 mm 이내 정도 밖에 벌리지 못했다면, 

확인을 위해 한번 더 개구를 반복하게 한다. 두 번째 측정 

시에도 30 mm를 넘지 못하면, 그 측정치를 기록한다28).

(3) 우측방편위/좌측방편위(Right Lateral Excursion/ 

Left Lateral Excursion)

검사대상자에게 약간 입을 벌리도록 하고 불편하더라

도 하악을 가능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치아들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상악 중절치사이의 순절

치공극에서 하악 절치의 순절치 공극까지 거리를 밀리미

터 자로 측정하고 이 측정치를 기록한다28).

(4) 전방위(Protrusion)

검사대상자에게 입을 약간 벌리도록 하고 하악을 앞으

로 내밀게 한다28).

4) Functional scale

(1) Mandibular Function Impairment Questionnaire 

(MFIQ)

하악기능장애설문은 측두하악장애의 통증연구를 위해 

Stegenga 등에 의해 개발된 설문으로 11가지 일상생활동작

과 여섯 가지 다른 종류의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데 대한 

통증정도를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29).

(2) Jaw Function Limited Scale (JFLS)

JFLS는 저작, 수직 턱관절 운동성, 감정 표현의 3가지 

평가로 나누어진다.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NRS 방식으로 평가된다(0=제한 없음, 10=최대 

제한). 각 문항의 총점으로 평가한다30).

5) Sleep and fatigue

(1)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PSQI는 주관적 수면의 질(subjective sleep quality), 수

면잠복기(sleep latency), 수면시간(sleep duration), 습관

적 수면효율(habitual sleep efficiency),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s), 수면제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주간 기능장애(daytime dysfunction)의 7개의 범주로 이루

어진 총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설문이다. 0∼3

점으로 점수를 표시하며 각 문항을 합산하거나 지수화 하

여 총 수면지수가 5이상일 경우 poor sleeper, 5이하일 

경우 good sleeper로 평가하였다31).

6) Cognitive structure

(1) Pain Related Self Statements Scale (PRSS)

PRSS는 특정한 상황에서 환자의 통증에 대처하는 인식

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PRSS는 2가지 지표로 평가되는데 

‘파국화(Catastrophizing)’와 ‘대처(Coping)’이다. PRSS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point scale로 평가를 하

는데 통증을 겪었을 때 환자에게 어떤 생각이 얼마나 자

주 들었는지를 평가한다. 0점은 ‘거의 들지 않았다’이며, 

5점은 ‘거의 언제나 들었다’이다32).

7) 기타

(1) X-ray 

안 등33)의 연구에서 측방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의 각도 

및 길이 요소들을 계측하여 안면의 골격 관계, 상하악 관

계 및 치열 관계를 분석하였다.

(2) Electromyography (EMG, 근전도)

근전도를 분석하여 악관절 주위 근육간의 상호작용 연

구, 근육의 수축력과 근육의 전기적인 활성도의 상관관계 

연구 등을 할 수 있다34). 측두근, 교근, 이복근, 흉쇄유돌

근 등의 근육에 전극을 부착하여 근활성도를 측정한다.

고찰»»»
측두하악장애는 저작근이나 측두하악관절, 그 주위조직

의 지속적, 반복적, 만성적 통증을 보이며, 턱관절의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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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이 생기고 하악의 기능중에 일어나는 염발음을 동

반한다35). 과거에는 TMD의 원인을 치아의 부정교합 등을 

주된 것으로 보았으나 지난 수십년간 측두하악관절의 생

역학, 근신경생리, 자가면역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외상이나 해

부학적 요인, 병태생리학적 요인, 사회 정신적 요인 등 다

인적인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35). 측두하

악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발생원인

이라는 말보다는 기여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36). 측

두하악장애는 특히 타 관절질환과 달리 정신 신체질환, 

정신생리질환으로, 개인의 성격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

로 밝혀지고 있다37). 따라서 측두하악장애는 통증, 기능 

뿐 아니라 정신생리 및 심리사회적인 부분까지 함께 평가

해야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진단 기준 및 평

가기준이 통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외 임상논문 97편에서 가장 다용된 진단기준은 

RDC/TMD가 63건으로, 연도별로 사용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07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부터 2015년에 발표된 연

구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DC/TMD는 측두하악장애의 임상적 증상과 징후를 평가

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뢰성을 보이며, 행동적, 정

신적, 정신사회적인 요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25). 또

한, 검사자간과 검사-재검사 시의 일관성을 가진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RDC/TMD는 2002년 정 등28)이 한국어판

을 번역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손 등3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판 RDC/TMD 설문지

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통증강도, 장애점수, 악기능장

애 및 심리사회적 상태의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는 크론바

흐-알파 계수로 각각 0.92, 0.94, 0.68, 0.94였다. 전체적

으로 0.70 이상의 값이 얻어지면 그 신뢰도가 높다고 보

는데39), 악기능장애 신뢰도를 제외하면 모두 0.7을 크게 

상회하였고, 악기능장애 신뢰도 또한 대체로 근접한 점수

를 얻었다. 이는 한국어판 RDC/TMD 설문지가 성공적으

로 번역되었다 할 수 있다12).

해외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임상 증상을 진단기

준으로 한 연구가 17건으로, 63건이 사용된 RDC/TMD에 

비해 적었다. 반면, 국내 임상논문 42편에서는 RDC/TMD

를 사용한 연구가 14건,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13건으로 표준화된 진단기준을 사용한 연구가 해외보다 

적었다.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8편의 연구 중 임상증상이 

4건, 진단기준을 밝히지 않은 논문이 2건, X-ray와 AAOP

가 1건씩으로, RDC/TMD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환자를 

선정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및 

국내의 치의학연구와 같은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연구 간

의 비교를 위해서 한의학계에서도 RDC/TMD와 같이 널

리 쓰이는 진단기준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외 임상논문 97편에서 사용된 평가기준은 VAS가 63

회, 최대개구범위 등 ROM이 24회, 통각을 측정하는 PPT

가 16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49개의 평가

기준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볼 때 여러측면에서 다양한 평

가기준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의 임상연구 42편에서는 MMO, MCO를 포함한 ROM을 

평가한 연구가 17건, VAS가 1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17가지의 평가기준이 사용되고 있었

다.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은 여러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연구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nitiative on Method, Measurement and pain Assess-

ment in Clinical Trials (IMMPACT)는 측두하악장애의 임

상 연구의 치료효과 비교를 위해 Axis II의 데이터가 보다 

표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5). Schiffman 

등40)은 RDC/TMD를 보완하여,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DC/TMD)를 2014년 발

표하였다. DC/TMD는 통증을 평가하는 4가지 도구와 

GCPS, JFLS 및 심리적인 평가, 신체증상 및 구강 습관에 

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

는 방식이 있고, 최종평가지에 기록하여 평가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진단뿐 아니라 임상적

으로 평가를 하는데에도 매우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앞으로 측두하악장애를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하는데 있

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DC/TMD는 근육장

애 및 관절장애에 90%에 가까운 민감도 및 특이도40)를 

보이고 있어 한의학계에서도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진단

에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후 발표된 국내 42편, 해외 

97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진단기준에서는 RDC/TMD가 

해외에서 63건, 국내에서 14건으로 가장 다용되고 있었고 

임상증상과 영상 진단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평가기준

을 살펴보자면 pain scale에서는 VAS가 해외에서 63건 

국내에서 12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NRS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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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뒤를 이었다. PPT는 특히 국내에서는 2건 사용되

었으나 해외에서는 16건이 사용되어 algometer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unctional scale

에서는 개구범위를 측정한 연구가 국내 17건, 해외 24건

으로 나타났고, Psychosocial scale에서는 SCL-90-R이 해

외에서 6건, 국내에서 2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측두하악장애 임

상연구에 사용된 진단기준과 평가기준 사용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해외논문 검색 수단을 Pubmed로 한정한 점, 

2007년 이전의 연구경향을 살피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최근 측두하악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의학

계에서도 임상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

양한 방면에서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된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각 연구간의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임상연구와 토론이 활발해지

기를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향후 측두하악장애의 임상연구에 활용

할 진단 및 평가기준을 선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42편, 해외 97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국내외 연구경

향을 살펴보았다.

1. 진단기준 분석결과, 국내 및 해외에서 RDC/TMD가 

가장 다용되고 있었고 환자의 임상증상이나 x-ray, MRI와 

같은 영상 진단이 그 뒤를 잇고 있었으며,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연구의 경우 임상증상을 진단기준으로 다용하였다.

2. 평가기준 분석결과, Pain scale에서는 VAS와 NRS, PPT

가 다용되고 있었다. Psychological scale에서는 SCL- 90-R이 

다용되었고, MMO, MCO와 같이 개구범위를 측정한 연구도 

많았으며, 그 외 여러 가지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3. 측두하악장애의 평가 및 진단기준은 지속적으로 연

구되어왔으며, DC/TMD가 최근에 발표되었고 차후에는 

한의학계에서도 DC/TMD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국내 및 해외에서 다용되는 

RDC/TMD를 통하여 환자군을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평가를 통하여 측두하악장애

의 한의학적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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