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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졸업 후 10년 만에 입학한 대학원에서 배우는 즐거움이란, 여름 땡볕에 더위와 갈

증에 피곤한 사람에게 내리는 소나기와도 같았습니다. 먼 거리를 오가다보면 조금은

힘들기도 하였지만, 즐거움이 더 컸기에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도록 배려해 주신 김종열 교수님과 최종훈 교수님께 감사드

리고 세심한 것까지 집어 주시며 조언하여 주신 나의 벗 신경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자료를 챙겨 주신 김성택 교수님과 끝까지 이 논문을 위해 함께 고

민하여 주신 안형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처음부터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궂은일을 도맡아 하

며 많은 도움을 준 여러 수련의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준한

선생님 , 강진규 선생님, 강승철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글을 빌어 나의 삶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드립니

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신 한성구 원장님, 이건영 원장님, 오

세웅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 8년 만에 얻은 아들 태원이 그리고 늘 나와 항

상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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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편편편측측측측저저저저작작작작이이이이 저저저저작작작작근근근근의의의의 근근근근활활활활성성성성도도도도와와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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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있듯이 저작도 주로 사용하는 쪽이 있는 편측저작습관

자와 양쪽을 다 사용하는 비편측저작자가 있다. 본 연구는 1년 이상 지속된 편측저

작습관이 저작근과 턱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재학

생 및 치과병원 교직원 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편측저작습관자 46명, 비편측저작습

관자 36명, 총 8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저작근의 근활성도와 교합력을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에 앞서 설문 및 임상검사를 통하여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기할 전신병력이나 불규칙한 치열 및 비정상적인 교합을 가진 자는

배제하였다.

1. 편측저작습관자군에서 안정위와 최대 이악물기(maximal voluntry contraction;

MVC)상태에서의 저작측과 비저작측간 근활성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2. 안정위 시 전측두근과 교근에서의 근활성도 비대칭 지수는 편측저작습관자군과

비편측저작습관자군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3. 최대 이악물기 시 교근의 근활성도 비대칭 지수는 편측저작습관자군에서 비편

측저작습관자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전측두근의 근활성도 비대칭 지

수는 편측저작습관자군과 비편측저작습관자군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4. 편측저작습관자군에서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평균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은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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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측저작습관자군과 비편측저작습관자군간의 평균교합력의 비대칭 지수와 교합

접촉면적의 비대칭 지수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이상의 연구결과 편측저작습관은 저작근의 근활성도와 평균교합력 및 교합접촉면

적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일으키기 보다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생리적 비대칭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 시 편측저작자와 비편측저작자를

구분하기위한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편측저작, 저작근, 근활성도, 교합력, 교합접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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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 호호호호 연연연연

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일상생활에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을 오른손잡이라 하며, Nachshon 등(1983)

은 그 비율이 거의 90%라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신체의 의식적인 움직임은 반대쪽 대뇌 반구의 지배를 받아 행동한다. 그러나 두경

부 영역은 양쪽 대뇌의 지배를 모두 받고 있다. Ruch(1966), Nachson 등(1983)의 연

구에 의하면 손은 반대쪽 대뇌반구의 지배를 받지만 눈은 양쪽 대뇌 반구에 의해

조절된다고 했으며, Goodwin과 Luschei(1974), Nachson 등(1983)은 사람이하의 영장

류에서 저작 시 편측을 선호하는 것은 뇌의 영역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저작이란 음식물을 씹는 행위로 정의하며, 저작계의 기능은 복잡하고 고도로 정밀

한 신경조절계에 의해 전체 저작기능의 활동을 조절하고 협동적으로 작용시킨다. 저

작 기능은 자동적이며 실제적이고 불수의적인 기능활동이지만, 원하면 쉽게 수의적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저작은 율동적인 근활동을 하도록 고위중추에서 조절하며 뇌

간에 위치한 Cental pattern generator(CPG)의 조절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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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G는 호흡, 보행, 저작과 같은 율동적인 근활동을 조절하는 뉴런들이 모여 있는

저장소를 말한다(Okeson, 1999). CPG가 능률적이기 위해서는 저작계로부터 지속적

인 지각정보유입을 받아야한다. 혀, 입술, 치아 및 치주인대는 CPG로 하여금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저작주기를 결정하도록 해 주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되먹이고 있다

(Lund와 Lamarre, 1973; Dessem과 Taylor, 1989; Ottemhoff 등, 1992). 일단 어느 구

조에 대해서도 손상을 최소로 해주는 유효한 저작형태가 찾아지면 학습되고 반복된

다. 이 학습된 형태를 근육의 잠재기억이라 하고 이렇게 완성된 저작습관은 선호하

는 쪽이 있는 편측 저작과 선호하는 쪽이 없는 비편측저작으로 나눌 수 있다. 비편

측저작을 하는 사람은 저작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쉽게 변경한다.

과거 편측저작에 관한 연구는 Christensen과 Radue(1985a, b, c)가 3편의 논문을

통해 보고를 하였다. 편측저작 예측연구, 편측저작과 오른손 왼손잡이와의 관계

(1985a), 편측저작과 근전도(Electromyography;EMG)와의 관계(1985b), 편측저작과 통

증과의 관계(1985c)에 대해서 연구하여 편측저작의 이유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대

하여 보고하였다.

편측저작과 측두하악장애와의 관계에 대해서 Pond 등(1986)이 교합과 저작습관을

조사한 결과 초기에 씹는 쪽과 편측저작측은 연관성이 있지만, 교합이나 측두하악관

절장애와 편측저작측은 무관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umai(1993)는 편측 이환된

측두하악장애환자에서 이환측으로 저작하는 환자는 습관적 편측저작이 저작근의 과

활성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한편 국내

에서는 오와 한(1995)이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서 그 주요증상으로 저작시 통증과

그로 인한 편측저작을 보고 하면서, 발병전의 주 저작측과 발병후의 이환측이 일치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들은 편측저작과 측두하악관절장애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정상인의 저작근 근전도에 관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McCarroll 등(1989)과

Ferrario 등(1993)은 모두 좌우측 교근과 전측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여 좌우측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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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있다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편측저작자의 저작측과 비저작측간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은 차이를 보이는데,

Naeije 등(1989)은 교합접촉면적과 편측저작측과의 관계에 대해, Bakke 등(1992)은

치아접촉면적과 저작력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정비례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Hidaka 등(1999)은 편측저작자의 교합력, 교합접촉면적, 평균압에 대해 연구하

여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전 연구결과로 볼 때,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편측저작이 저작근과 턱관절에 변

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나, 편측저작이 저작근과 턱관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년 이상 지속된 편측저작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근

전도와 교합력 및 교합접촉면적을 측정하여, 편측저작습관이 저작근의 근전도와 교

합력 및 교합접촉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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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연연연연구구구구 대대대대상상상상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 대대대대상상상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 및 치과병원 교직원중 이 연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에게 본 연구에 대하

여 설명을 하였으며, 실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앞서

설문 및 임상검사를 통하여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기할 전신병력이나 불규

칙한 치열 및 비정상적인 교합을 가진 자는 배제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20세부터 38세까지의 남성 30명, 여성 52명, 총 82명으로

평균연령은 26.8세였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 방방방방법법법법

가가가가.... 편편편편측측측측저저저저작작작작의의의의 분분분분류류류류

모든 대상자는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치식을 작성하였으며, 교합력 측정 시 교합접

촉점이 중심교합위로 이악물기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하악 인상을 채득

하여 석고 모형을 제작하였다. 대상자들에게 1년 이상 편측저작습관 여부, 편측저작

측, 편측저작 이유를 묻고 기록하였다. 평균편측저작습관 기간은 1년에서 최고 20년

까지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7.38년이었다.

편측저작자는 총 46명이었으며, 비편측저작습관자는 36명이었다. 편측저작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우측 편측저작자는 23명, 좌측 편측저작습관자는 23명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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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였고, 우측 편측저작자 중 남성은 9명, 여성은 14명, 좌측 편측저작자 중 남성은

6명, 여성은 17명이었다. 비편측저작습관자 36명 중 남성이 15명, 여성이 21명 이었

고, 이들의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ubjects(n=82)

Pr: the preferred chewing subjects

NPr: the non-prefered chewing subjects

나나나나.... 저저저저작작작작근근근근의의의의 근근근근전전전전도도도도 측측측측정정정정

근전도는 BioPAK system(Bioresearch Inc. Milwaukee, USA)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악물기를 하게 한 후 교근의 최대 풍융부를 촉진하였다. 최대 풍융부위에 전극

을 부착하기 위해 알콜스폰지로 잘 닦고 알콜이 마른 후 표면 전극 patch(19㎜ x 45

㎜)를 근육주행선과 나란하게 부착하였다. 또한 이악물기를 하게 한 후 전측두근의

최대 풍융부를 촉진하고 역시 전극부착 부위를 알콜스폰지로 잘 닦고 알콜이 마른

후 머리카락을 피해 표면전극 patch를 전측두근의 주행 방향과 평행하게 부착하였

다. 양쪽 교근과 전측두근에 모두 4개의 표면전극 patch를 부착하였으며, 보조 전극

은 손등이나 흉쇄유돌근 부위에 접지하였다. patch내 두 전극간 간격은 10㎜이다.

피검자는 의자에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하였다. 먼저 생리

적 안정위에서의 근전도를 측정하였고, 최대 이악물기(maxium voluntary

contraction: MVC) 상태에서 2초 이상 유지하여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최대 이악물

Pr NPr

Right side Left side

Male 9 6 15

Female 14 17 21

total 23 2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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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태의 근전도는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다다다다.... 교교교교합합합합력력력력과과과과 교교교교합합합합접접접접촉촉촉촉면면면면적적적적의의의의 측측측측정정정정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은 Dental Prescale System(Fuji Film Co. Tokyo, Japa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피검자는 의자에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하였다.

중심교합위로 최대 이악물기를 2-3회 연습시킨 후 감압필름(Pressure-sensitive

film , Dental Prescale 50H, Fuji film Co., Tokyo, Japan)를 구강 내에 삽입하고 중

심교합위로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을 측정하였다.

Image Scanner(Dental Occlusion Pressuregraph FPD-703, Fuji Film Co.)를 사용

하여 측정값을 분석 기록하였다.

라라라라.... 비비비비대대대대칭칭칭칭지지지지수수수수 ((((aaaassssyyyymmmmmmmmeeeettttrrrryyyy iiiinnnnddddeeeexxxx;;;; AAAAssss))))

편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군의 비교를 위해 변수차이 절대값을 비대칭 지수로 산

출하였다.

1) 편측저작 비대칭지수(As-Pr) : 편측저작습관이 있는 피검자의 근활성도, 교합접

촉면적, 교합력에 대한 각각의 저작측과 비저작측 차이의 절대값.

As-Pr = │Vp - Vnp│ Vp : value of preferred chewing side

Vnp : value of non-preferred chewing side

2) 비편측저작 비대칭지수(As-NPr) : 비편측저작습관이 있는 피검자의 근활성도,

교합접촉면적, 교합력에 대한 각각의 우측과 좌측 차이의 절대값.

As-NPr = │Vr - Vl│ Vr : value of right side

Vl : value of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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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통통통통계계계계 방방방방법법법법

통계 처리는 SAS version 8.1 윈도우용 통계 프로그램(SAS institute, USA)을 이

용하였으며, 편측저작군의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유의성 검정은 paired t-test를, 편

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군의 유의성 검정은 t-test를 사용하였다.



- 8 -

IIIIIIIII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저저저저작작작작근근근근의의의의 근근근근활활활활성성성성도도도도

가가가가.... 비비비비편편편편측측측측저저저저작작작작군군군군의의의의 저저저저작작작작근근근근 근근근근활활활활성성성성도도도도

비편측저작군의 안정위에서의 근활성도 평균값은 우측 전측두근이 1.8㎶, 좌측 전

측두근이 2.1㎶이고, 우측 교근이 1.3㎶, 좌측 교근이 1.2㎶이었다. 또한 최대 이악물

기 상태의 근활성도 평균값은 우측 전측두근이 82.7㎶, 좌측 전측두근이 80.3㎶이고,

우측 교근이 83.0㎶, 좌측 교근이 83.3㎶이었다.

안정위에서는 전측두근이 교근보다 높은 근활성도를 나타내었고,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는 교근이 전측두근 보다 높은 근활성도를 나타내었다(Table 2).

Table 2. Mean values of the EMG activity(㎶) in the non-preferred chewing

subjects(n=36)

TA : temporalis anterior; MM : masseter muscle; s.d. : standard deviation

Rest : resting state; MVC : maxiumal voluntary contraction

나나나나.... 편편편편측측측측저저저저작작작작군군군군의의의의 저저저저작작작작근근근근 근근근근활활활활성성성성도도도도

편측저작군의 안정위에서의 전측두근 근활성도 평균값은 저작측이 2,2㎶, 비저작

측이 2.1㎶이었고, 교근에서는 저작측이 1.2㎶, 비저작측이 1.3㎶이었다.

Right side Left side

mean(s.d.) mean(s.d.)

Rest
TA 1.8(0.6) 2.1(0.6)

MM 1.3(0.4) 1.2(0.4)

MVC
TA 82.7(24.2) 80.3(20.8)

MM 83.0(44.4) 83.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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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의 전측두근 근활성도 평균값은 저작측이 74.2㎶, 비

저작측이 73.1㎶이었고 교근에서는 저작측이 72.1㎶, 비저작측이 69.7㎶이었다.

안정위와 최대 이악물기 상태 모두 전측두근이 교근보다 높은 근활성도를 나타내

었고, 안정위에서 전측두근과 교근 모두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p>0.05).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도 전측두근과 교근 모두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Table 3).

Table 3. Mean values of the EMG activity(㎶) in the preferred chewing subjects

s.d.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p>0.05)

2222.... 근근근근활활활활성성성성도도도도의의의의 비비비비대대대대칭칭칭칭지지지지수수수수

안정위에서 전측두근의 비대칭지수는 편측저작군에서 0.5㎶, 비편측저작군에서 0.5

㎶으로 동일하였다. 안정위에서 교근의 비대칭지수 또한 편측저작군이 0.3㎶, 비편측

저작군은 0.3㎶로 동일하여 안정위에서는 전측두근과 교근 모두 편측저작군과 비편

측저작자군간 비대칭지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 전측두근의 비대칭지수는 편측저작군에서 14.6㎶, 비편측

저작군에서는 12.6㎶이었고, 교근의 비대칭지수는 편측저작군이 14.2㎶, 비편측저작

Preferred
chewing side

Non-preferred
chewing side

p value
paired t-test

mean(s.d.) mean(s.d.) (n=46)

Rest
TA 2.2(0.6) 2.1(0.7) 0.3824 n.s.

MM 1.2(0.4) 1.3(0.4) 0.1281 n.s.

MVC
TA 74.2(21.7) 73.1(20.9) 0.6988 n.s.

MM 72.1(26.0) 69.7(26.9) 0.3698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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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7.7㎶이었다.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 전측두근의 비대칭지수는 편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군간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p>0.05), 교근의 비대칭지수는 편측저작군이 비

편측저작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Table 4).

Table 4. Mean values of asymmetry indices in EMG activity(㎶)

As-Pr : asymmetry index of the preferred chewing subjects

As-NPr : asymmetry index of the non-preferred chewing subjects

n.s. : not significant(p>0.05); s. : significant(p<0.05)

3333.... 교교교교합합합합력력력력과과과과 교교교교합합합합접접접접촉촉촉촉면면면면적적적적

가가가가.... 비비비비편편편편측측측측저저저저작작작작군군군군의의의의 교교교교합합합합력력력력 및및및및 교교교교합합합합접접접접촉촉촉촉면면면면적적적적

비편측저작군의 교합력은 우측이 402.0N, 좌측은 448.9N 이었고, 교합접촉면적은

우측이 12.0㎟, 좌측이 14.4㎟를 나타내어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 모두 좌측이 우측

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Table 5).

As-Pr (n=46) As-NPr (n=36)
p value

t-test

mean(s.d.) mean(s.d.) (n=82)

Rest
TA 0.5(0.4) 0.5(0.4) 0.8869 n.s.

MM 0.3(0.3) 0.3(0.2) 0.6035 n.s.

MVC
TA 14.6(12.9) 12.6(13.6) 0.5061 n.s.

MM 14.2(11.6) 7.7(8.2) 0.004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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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values of the bite force, occlusal contact area, in the non-preferred

chewing subjects(n=36).

N : newton

나나나나.... 편편편편측측측측저저저저작작작작군군군군의의의의 교교교교합합합합력력력력 및및및및 교교교교합합합합접접접접촉촉촉촉면면면면적적적적

편측저작군의 교합력은 저작측이 348.2N, 비저작측이 338.3N 이었다. 교합접촉면

적은 저작측이 10.2㎟, 비저작측이 9.7㎟이었다.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 모두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p>0.05) (Table 6).

Table 6. Mean values of the bite force, occlusal contact area in the preferred

chewing subjects.

4444.... 교교교교합합합합력력력력 및및및및 교교교교합합합합접접접접촉촉촉촉면면면면적적적적의의의의 비비비비대대대대칭칭칭칭지지지지수수수수

교합력의 비대칭지수는 편측저작군이 79.0N, 비편측저작군은 70.2N이었고, 교합접

촉면적의 비대칭지수는 편측저작군이 2.7㎟ , 비편측저작군은 3.1㎟ 이었다.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 모두 편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자군 간의 비대칭지수에 있

Right side Left side

mean(s.d.) mean(s.d.)

Bite force(N) 402.0(152.0) 448.9(156.6)

Occlusal contact area(㎟) 12.0(5.3) 14.4(5.2)

Preferred

chewing side

Non-preferred

chewing side

p value

paired t-test

mean(s.d.) mean(s.d.) (n=46)

Bite force(N) 348.2(141.1) 338.3(153.3) 0.4994 n.s.

Occlusal contact area(㎟) 10.2(4.6) 9.7(4.9) 0.3008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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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Table 7).

Table 7. Mean values of asymmetry indices in the bite force, occlusal contact

area.

As-Pr (n=46) As-NPr (n=36)
p value
t-test

mean(s.d.) mean(s.d.) (n=82)

Bite force(N) 79.0(59.1) 70.2(48.5) 0.4686 n.s.

Occlusal contact area(㎟) 2.7(2.1) 3.1(2.2) 0.4274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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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고고고고 찰찰찰찰

저작은 고도로 정밀한 신경조절계에 의한 율동적인 근활동이다. 저작주기는 개구

와 폐구단계로 나누며 폐구시 전두면에서 하악 전치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저작측으

로 5-6㎜변위되는 것을 볼 수 있다(Okeson, 1995). 즉 저작시 하악의 저작측과 비저

작측은 불균형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이 한쪽으로만 지속된다면 저작계

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편측저작시 턱관절에 가해지는 불

균형한 하중에 대하여 남과 김(1996)은 삼차원 유한 요소 분석적 연구를 통하여 균

형측 턱관절은 저작측 턱관절에 비해 평균 2.6배의 응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정상인의 68%가 자신이 편측저작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피검자 본인

스스로 진술한 편측저작측과 관찰된 편측저작측이 83%에서 일치한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Christensen과 Radue, 1985a). Hidaka 등(1999)은 12명을 대상으로 30초간 껌

을 씹게 한 후 저작횟수를 측정하여 12명 모두가 편측저작을 하였으며, 편측저작측

의 저작횟수가 82.4%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편측저작습관이 일반적인 저작습관

이며, 양측으로 균형 잡힌 저작습관을 지닌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능

하게 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어느 한쪽으로 편측저작하는 습관을 가지

고 있으며, 편측저작습관이 없다고 한 사람들도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측저작군의 저작측과 비저작측 비교를 위해 근전도와 교합력 및

교합접촉면적을 검사하였다. 근전도는 일반적으로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근육의 전

기적 활성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근육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혹은 비정상적인지

를 평가하는 임상적 검사법이다(Mohl 등, 1990). 치과 영역에서는 Moyer 등(1949)에

의해 처음 이용된 이래 두경부 근육의 진단과 평가에 이용되어 온 대표적인 진단

술식 중 하나이다. 근육에서 유발되는 전기 생리학적인 현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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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세포의 활동전위를 여러 가지 전극을 통해 받아들이고 전기적으로 증폭한다. 치과

영역에서는 표면 전극을 주로 사용하므로 동통을 유발하지 않으며 근육 내 전극과

는 달리 설치 시 감염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가능한 근육이 교근과

전측두근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김, 1999).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근전도를 분석

해 보면 양측 저작근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

다(김과 김, 1996).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도 생리적 불균형(physiologically

asymmetry)을 가지므로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목적은 근활성도의 수치상의 균형

(symmetry)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Ferrario 등, 1993).

즉, 근활성도의 불균형이 측두하악장애의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또한 근전도 만

으로는 근육의 운동단위가 어떤 기계적인 특성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근전도

와 저작력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초기 연구자로

Ahlgren(1966)과 Moller(1966)가 저작근의 근전도와 교합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여 Ahlgren(1966)은 교근과 측두근에서 근전도와 교합력이 정비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근수축력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하는 운동단위의 수도 증가하므

로(Moritani 등, 1970) 그에 따라 전기적인 활성도도 높아진다고 보는 생각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근전도가 모든 조건에서 완전히 근 수축력과 비례하지 않

으며, 천천히 일어나는 등장성 수축의 경우가 가장 상관관계가 좋다고 한다(Naeije

와 Zorn, 1983). Kawazoe 등(1979)은 교근의 등장성 수축시 적분성 근전도

(integrated EMG)와 교합력을 동시에 측정하여 상관곡선을 그려 정비례관계를 증명

하였고 상관곡선의 경사(slopes)는 비편측저작측이 편측저작측에 비해 더 급하다고

보고하였다. 경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근육이 피로하게 되면 활성화되는 운동단위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근전도 활성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때 잘 훈련되지 않은

근육은 비효율적이어서 피로하면 더 많은 운동단위가 필요하므로 저작을 하지 않는

쪽의 경사가 더 급해진다. 즉 이 경사도는 사용하지 않는 비저작측의 근육이 비효율

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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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전도와 교합력을 동시에 측정하지 않았기에 직접적인 상관관계

를 알 수는 없었으나, 각 개인별 결과를 보면 근전도가 높은 사람은 교합력도 크게

나타났다. 비편측저작군의 근활성도 검사 결과, 안정위에서 근활성도 평균값은 우측

전측두근이 1.8㎶, 좌측 전측두근이 2.1㎶이고, 우측 교근이 1.3㎶, 좌측 교근이 1.2㎶

로 나타나, Ferrario 등(1993)이 보고한 전측두근 1.9㎶, 교근 1.4㎶의 결과와, 또 김

과 김(1996)이 보고한 전측두근 1.75㎶, 교근 1.46㎶의 결과와 비슷하게 조사되었으

며, 세 연구 모두 안정위에서는 전측두근의 근전도가 교근의 근전도보다 높게 나타

났다.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의 근활성도 평균값은 우측 전측두근이 82.7㎶, 좌측 전측

두근이 80.3㎶이고, 우측 교근이 83.0㎶, 좌측 교근이 83.3㎶이었다. Ferrario 등(1993)

은 전측두근 181.9㎶, 교근 216.2㎶로 보고하였고 ,김과 김(1996)은 전측두근 111.42

㎶ 교근 164.5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측두근과 교근에서 근전도가 비슷

하게 나타났지만, 이전 두 연구에서는 교근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

은 남녀의 성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Ferrario 등(1993)은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 교근의 근활성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를 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5/21로 Ferrario 등(1993)의 49/43과 김

과 김(1996)의 12/8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전측두근과 교근의 차이가 적게 나타난 것

이라고 생각한다.

편측저작군의 근활성도 평균값은 본 연구의 주 관심사 중 하나로 저작측과 비저

작측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는데 안정위에서 전측두근과

교근 모두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최대 이

악물기 상태에서의 근활성도 평균값은 전측두근의 경우 저작측이 74.2㎶, 비저작측

이 73.1㎶이었고, 교근에서는 저작측이 72.1㎶,비저작측이 69.7㎶이었다. 최대 이악물

기 상태에서 근전도와 측두하악장애와의 관계에 대해 Cooper와 Rabuzzi(1984)는 최

대 이악물기 상태에서 저작근의 근전도가 160㎶이하이면 비정상으로 간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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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ikholeslam 등(1982)은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낮은 근활성도를 나타

낸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전측두근과 교근 모두 정상군보다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근전도를 나타내었다(김과 김, 1996). 그러나 최대 이악물

기 상태에서의 근전도는 나이, 성별, 피하지방층의 두께, 안면골격형태, 전극의 위치,

전신 상태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절대적 평균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

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절대적 평균치로 판단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 전측두근과 교근 모두 저작

측과 비저작측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p>0.05), 편측저작을 한다고

해도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근활성도는 차이가 없었고, 저작근의 변화도 없는 것으

로 생각한다.

비편측저작군의 좌측과 우측의 차이와, 편측저작군에 있어서 저작측과 비저작측의

차이인 비대칭지수를 절대값으로 나타내었다. 절대값을 만들기 전의 값이 (＋)이면

비편측저작자에서는 우측, 편측저작자에서는 저작측이 큰 경우를 말하며, (－)이면

반대가 된다. 그러나 개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편측저작자나 비편측저작자 모두 (＋)

와 (－)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고 그 수치도 비슷하였기에 절대값으로 비교하게 되

었다. 이것은 두 집단 모두 어느 한쪽이 항상 큰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안정위에서 전측두근의 비대칭지수는 편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군이 0.5㎶으

로 동일하였다. 안정위에서 교근의 비대칭지수도 편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군이 각각

0.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는 전측두근의 비대칭지수가 편측저작군이 14.6㎶,

비편측저작군이 12.6㎶이었고, 교근의 비대칭지수는 각각 14.2㎶, 7.7㎶이었다.

편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군간의 비대칭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시행

한 결과 안정위에서는 전측두근과 교근 모두 편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군간 비대칭

지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그러나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는 전측두근의

경우 비대칭지수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05), 교근에서는 편측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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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군이 비편측저작군 보다 높게 조사되어(p<0.05), 정상인에서 저작근의 수의적 수축

시 근활성도의 불균형은 전측두근에 비해 교근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Naeije 등,

1989, Ferrario 등, 1993)는 이전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편측저작을 할 경우 교근의 근활성도의 비대칭은 심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근활성

도가 높은 쪽의 교합력이 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편측저작시 저작측

교근 운동단위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더 높은 근전

도를 나타내는 쪽의 교근 단면적이 넓다는 연구결과(Naeije 등, 1989)에 비추어 편측

저작측의 근육이 더 비대하리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 해석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저작측이 비저작측에 비해 항상 큰 값을

나타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유의한 차이가 편측저작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단

정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작시 식괴를 분쇄하는 시기의 교합접촉면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Pameijer

등(1969)은 저작시 분쇄기에 가장 많은 치아 접촉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이때 저

작주기 중에서 폐구근이 가장 큰 저작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편측저작은 폐구시

상하악 치아가 측방으로 미끄러지는 동안 최대한의 치아 접촉이 일어나는 쪽을 선

호하며 편측저작시 턱관절에 불균형한 하중을 가한다(Okeson, 1999). 또한 편측저작

은 손, 눈, 귀 등의 편측선호와는 다르게 말초요소(peripheral factors)가 저작시 편측

저작측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Hoogmartens와 Caubergh, 1987)하고 있어, 치아 접촉

면적은 중요한 편측저작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Naeije 등(1989)은 교합접촉면적이

편측저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Bakke 등(1992)은 치아접촉면적과 저작

력과는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편측저작 행위와 교합접촉면적 및

교합력 간에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하악운동시 교합력과 교

합접촉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가 많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Dental

Prescale System(Fuji Film Co.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

측정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측정 필름이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T-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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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도 교합접촉의 재현오류가 자주 발생하는데, Patyk 등(1989b)은 sensor foil의

유연성이 없음으로 인한 하악의 변위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

는 기존의 측정법에 비해 술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구강내의 온도 및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측정을 위한 악간 매개물의 두께가 얇아서 자연치 대합시의 교두감합

위(intercuspal position)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어 쉽고 정확하게 교합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Watanabe 등(1995)은 이러한 Dental Prescale System을 사용

하여 신뢰할 만한 교합력의 측정값을 얻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 비편측저작군의 교합력은 우측이 402.0N, 좌측이 448.9N이었고, 교합

접촉면적은 우측이 12.0㎟, 좌측이 14.4㎟ 로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 모두 좌측이 우

측에 비해 큰 결과가 나왔다. 편측저작군의 교합력은 저작측이 348.2N, 비저작측이

338.3N이었고 교합접촉면적은 저작측이 10.2㎟, 비 저작측이 9.7㎟이었다.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 교합력과 교합접촉

면적 모두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이 모두 비편측저작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비편측저작군의 남성비율(41.7%)이 편측저작군의 남성비율(32.6%)보다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양측 저작으로 인해 교합접촉면적이 더 넓어졌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Hidaka 등(1999)은 편측저작군을 대상으로 본 연구서와 같은 장비

를 이용하여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을 측정한 결과 교합력

은 1181N, 교합접촉면적은 30.2㎟로 보고하고 있어 수치상으로 본 연구와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대칭지수 측정 결과 subclenching level(30% of MVC,

60% of MVC) 상태에서는 저작측과 비저작측이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 모두 불균

형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최대 이악물기 상태가 되면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 모두

불균형은 현격히 줄어든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는 중추의 명령에 의해 말초 되감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운

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Hellsing, 1980). 그러므로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는 교합



- 19 -

력 및 교합접촉면적의 비대칭지수는 현저히 작아지며, 따라서 편측저작과 비편측저

작간 비대칭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만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을 측정하였는데 subclenching상태에서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면 편측저작군와 비편측저작군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결과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비편측저작군의 우측과 좌측 비교시 좌측의

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이 우측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비대칭지수도 일

관되게 (－)값이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적 오류이든지 아니면 비편측저

작군이 편측저작군에 비해 오히려 좌, 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편측저작습관자가 정말 일관된 편측저작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으며, 피검자 본인의 진술에 의해 편측 저작을 분류한 본

실험에서는 이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시에는 관찰에

의한 편측저작군과 비편측저작군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편측저작에 있어

서 “본인이 편측저작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을 연구

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Christensen과 Mohamad(1996)는 10분간 우측으로

편측저작을 했을 때 대상자의 70%가 우측 교근의 불편감을 나타냈으며 껌을 좌측으

로 옮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근육의 피로에 의해 편측저작을

인식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가정을 해 보게 된다. 본인의 진술에 의한 편측저작습관

자의 구분은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실험자의 관찰에 의한 편측저작의 정도와

기간 등에 따른 세밀한 구분을 한 후 실험을 하여야 편측저작자와 비편측저작자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 정확한 실험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편측저작습관은 저작근의 근활성도, 교합력 및 교합접촉

면적에 변화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생리적 비대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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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결결결 론론론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 및 치과병원 교직원 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총 82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지속된 편측저작습관이 저작근의 근활성도와 교

합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편측저작습관자는 46

명, 비편측저작습관자는 36명이었으며, 설문 및 임상검사를 통하여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기할 전신병력이나 불규칙한 치열 및 비정상적인 교합을 가진 자는

배제하였다.

1. 편측저작습관자군에서 안정위와 최대 이악물기(maximal voluntry contraction;

MVC)상태에서의 저작측과 비저작측간 근활성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2. 안정위 시 전측두근과 교근에서의 근활성도 비대칭 지수는 편측저작습관자군과

비편측저작습관자군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3. 최대 이악물기 시 교근의 근활성도 비대칭 지수는 편측저작습관자군에서 비편

측저작습관자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전측두근의 근활성도 비대칭 지

수는 편측저작습관자군과 비편측저작습관자군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4. 편측저작습관자군에서 저작측과 비저작측간의 평균교합력과 교합접촉면적은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5. 편측저작습관자군과 비편측저작습관자군간의 평균교합력의 비대칭 지수와 교합

접촉면적의 비대칭 지수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이상의 연구결과 편측저작습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생리적 비대칭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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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nnnnfffflllluuuueeeennnncccceeee ooooffff pppprrrreeeeffffeeeerrrrrrrreeeedddd cccchhhheeeewwwwiiiinnnngggg hhhhaaaabbbbiiiitttt oooonnnn eeeelllleeeeccccttttrrrroooommmmyyyyooooggggrrrraaaapppphhhhiiiicccc

aaaaccccttttiiiivvvviiiittttyyyy ooooffff mmmmaaaassssttttiiiiccccaaaattttoooorrrryyyy mmmmuuuusssscccclllleeeessss aaaannnndddd bbbbiiiitttteeee ffffoooorrrrcccceeee

(Directed by Prof. JJJJoooonnnngggg----HHHHoooooooonnnn CCCChhhhooooiiii, D.D.S., M.S.D., Ph.D.)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HHHHoooo YYYYeeeeoooonnnn YYYYaaaannnngggg,,,, DDDD....DDDD....SSSS....

As people prefer to use right or left hand, some have preferred chewing side

while others do not. Totally, 82 volunteers composed of students and staffs from

Dental Hospital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the investigation of influence of preferred chewing habit,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a year, on electromyographic(EMG) activity of masticatory muscles

and bite force. Among the 82 volunteers, 46 had preferred chewing habit while

the other 36 did not. Prior to the investigation, those with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study, such as, general disease, irregular dentition and malocclusion,

were screened and excluded by questionnaire and clinical examin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28 -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MG activities between chewing side

and non-chewing side of preferred chewing subjects at rest as well as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MCV)(p>0.05).

2. Asymmetrical coefficient of temporal and masseter muscle EMG activities

between preferred chewing subjects and non-preferred chewing subjects at

res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 Asymmetrical coefficient of masseter EMG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p<0.05) than that of non-preferred chewing subjects at MCV,

whereas that of anterior temporal muscle showed no difference(p<0.05).

4. In preferred chewing subjec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verage

bite force and occlusal contact area between chewing side and non-chewing

side(p>0.05).

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symmetrical coefficients of average

bite force and occlusal contact area between preferred chewing subjects and

non-preferred chewing subjects (p>0.05).

Consequently, preferred chewing habit can be considered as physiological

asymmetry with normal function rather than to have influence on EMG muscle

activity of masticatory muscles, average bite force and occlusal contact area.

Objective standardization to differentiate preferred chewing subjects and

non-preferred chewing subject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urther study.

Keywords : preferred chewing habit, masticatory muscles, EMG activity,

bite force, occlusal conta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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