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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측측측두두두하하하악악악장장장애애애 환환환자자자에에에서서서
저저저작작작 효효효율율율 및및및 구구구강강강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에서는 최근 Sato등이 고안한 mixingabilityindex(MAI)를 이용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통증이 있는 군과 무통성 관절잡음이 있는 군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저작 효율을 정상인으로 구성된 대조군과 비교하고,주관적인 평가 방법
인 설문조사법 중에서 음식섭취가능지수(FoodIntakeAbilityIndex,FIA)와 저작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평가(VisualAnalogueScale,VAS)를 이용하여 저작
효율을 평가하고,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OralHealth
ImpactProfile(OHIP)-49K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각 평가 방법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또한 통증군에 있어서는 치료 후 통증이 감소함에 따라 저작 효율의 변
화 양상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MAI,FIA,VAS는 통증군이 정상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관절잡음군보다도 감소하여 통증군이 정상군과 관절잡음군에 비해 저작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관절잡음군에서는 MAI,FIA,VAS에
서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문지인 OHIP-49K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통
증군과 관절잡음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구강건강과 관련한 삶
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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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체 대상자(71명)에서 객관적 저작 능력 평가 방법인 MAI와 주관적 저작
능력 평가 방법인 FIA와 VAS간에는 서로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
〈0.01).OHIP-49K에서도 MAI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관절잡음군에서는 FIA와 VAS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이외의 모든 항목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각 평가 방법 간의 상관성에서 FIA와 VAS는 전체 대상자,통증군,관절잡음
군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통증군에서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통증 감소와 함께 VAS에서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다(P〈0.05).반면에 MAI에 있어서는 저작 효율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또한 FIA,OHIP-49K에서도
치료 전과 후 통증 감소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저작 효율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은
통증이며,관절잡음은 저작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저하시
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저작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며,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잡음에 대한 관리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이 되는 말 :측두하악장애,저작 효율,mixingabilityindex,음식섭취가능지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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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삶의의의 질질질 평평평가가가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최최최 종종종 훈훈훈)))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이이이 용용용 승승승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저작은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식욕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행위로,
음식을 연하하기 쉽게 작은 크기로 분쇄하는 과정이다.따라서 치과치료에서 저작
기능(masticatoryfunction)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저작 장애는 치
아나 측두하악관절 및 저작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초래된다.이렇게 저작 기능
에 이상이 생긴 경우,저작 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
며,이를 위해 저작 효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측두하악장애 시 수반되는 통증과 관절잡음,그리고 운동제한과 같은 증상들은
저작에 장애를 야기한다.이 가운데 환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는 증상은 저
작 시 통증인데,Zarb와 Thompson(1970)이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37%에서 저작
시 통증을 호소한다고 보고한 이래로 측두하악장애와 통증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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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 능력의 평가가 필
요하며,이러한 저작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고안된 저작 능력의 평가 방법에는 주관적인 평가 방법과 객관적인 평
가 방법이 있다.주관적인 평가는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피검자 스스로 본
인의 저작 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고,객관적인 평가는 교합력,저작근의 활성
도,연하 경계점,저작 효율 등의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근거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평가와 관련된 연구로는 Locker등(1994)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저
작 기능의 만족도를 평가한 것과 Miura등(1997)이 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 위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 등이 있다.최근에는 조 등(2006)은 주관적인
평가 방법인 식품 섭취 설문지를 이용한 저작 능력 평가 방법과 객관적인 평가
방법인 교합력 간의 상관성을 보고하였다.이외에도 저작 능력과 전신 전강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Miura,1998),현대에 있어서 저작 능
력과 삶의 질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Miura,2000).
저작 능력이 저하되면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데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그 중에서 Slade(1994)는 구강건강과 관련
된 삶의 질에 대한 설문 조사 방법으로 oralhealthimpactprofile(OHIP)을 고안
하였고,타당성을 입증하였다.배 등(2007)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OHIP
를 한국형으로 번역하여 OHIP-49K를 개발하였고,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객관적인 평가법 중 교합력(occlusalforce)측정은 1990년대 초 치열 전체
의 교합력 분포와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dentalprescalesystem(FujiPhotoFilm,
Tokyo)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압력계 형태의 측정 방식에 비해서 매우 얇
은 두께의 압력 감지 필름을 사용하여 피검자에게 필름을 최대 교합시켜서 찍힌
압력점을 별도의 컴퓨터 스캔 장치로 분석함으로써 과거 압력계 방식의 교합력
측정법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교합상태와 가장 유사한 치열전체 교합력의 분포 및
강도 측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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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저작 효율(masticatoryefficiency)은 저작 기능 중 정적인 측정 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저작에 근접한 평가를 위해 저작 기능 중의 동적인 상
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된 지표이다.저작 효율의 측정을 위한 연구로는
Manly와 Braley가 1950년대에 개발한 땅콩을 이용한 sievingsystem이 Kapur
등(1964)과 Helkimo등(1977)많은 이들에게 널리 사용되었으나,임상에서 시행하
기에는 매우 복잡하였다.Edlund와 Lamm(1980)이 땅콩과 같은 자연식품의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음식인 siliconecompound를 사용하여 합성물질을 표
준화시켰으며,Olthoff등(1984),Slagter등(1992)은 인공음식이 sievingmethod에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그리고 Ohara등(2003)은 인공음식으로 hydrocolloid물
질을 사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하지만 이들
sievingmethod는 역시 측정방법이 복잡하여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었다.Hada등(1977)은 chewing-gum method를 고안 하였으나 인공음식이 의치
에 붙어 의치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치장착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났다.이후 two-colouredchewinggum을 사용한 방법이 Liedberg와
Owall(1995),Matsui등(1996),Hayakawa등(1998)에 의해 개발되었으나,색의 변
화 때문에 실험 즉시 측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발생하였다.이러한 단점들을 보완
하기 위해 최근 Sato등(2003)은 인공음식으로 두 가지 색을 이용한 utillitywax
를 저작하게 한 뒤,판별분석으로 분석하여 저작 효율을 수치화할 수 있는
mixingabilityindex(이하 MAI)를 개발하였다.이전 방법들과 비교하여 임상적으
로 적용하기 쉽고,신뢰성과 타당성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Sato등(2003)은 자연치아 환자와 국소의치 장착 환자에서의
저작 효율 평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Asakawa등(2005)은
MAI를 이용한 저작 효율 평가에서 기존 국소의치의 저작 효율과 새로 제작한 국
소의치의 저작 효율 간에 현저한 저작 효율의 변화를 관찰하여 임상에 적용 가능
하다고 보고 하였다.류 등(2007)은 MAI를 이용한 한국성인의 저작 효율 평가 시
MAI가 저작 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방법임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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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저작 능력 측정법들은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저작 기능 평가에도
응용되어 왔는데,교합력이나 근전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근
막동통증후군 환자에서 최대 교합력이 감소되고(Clark등,1984),근전도상에서 근
활성도 또한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Kumai,1993).그 외에 측두하악장애 환자
의 저작 효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Henrikson등(1998)은 저작 효율이 정상군보
다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Sato등(1999)은 악관절내장증
환자의 교합접촉면적,교합압,교합력 및 저작 효율에 관한 연구에서 악관절내장증
환자는 정상군에 비해 교합접촉면적과 교합력이 낮고 저작 효율도 떨어진다고 보
고하였다.Sato등(2002,2003)은 비정복성 악관절내장증 환자의 저작 효율에 대한
연구에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초진 시 보다 저작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으나,비정복성 악관절내장증은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
로 증상과 저작 효율이 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이들 연구에서 사
용된 저작 효율에 대한 평가 방법은 Masuda등(1981)이 제시한 방법인 adenosine
triphosphate(ATP)ebteric-coatedgranules법을 사용하였다.그러나 이것은 측정방
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임상에서도 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에 기존의

저작 효율 평가 방법보다 좀 더 간단하면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MAI를 이
용한 저작 효율 평가 방법이 고안되었다.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측두하악장애 환
자의 저작 효율을 평가 하거나,이들과 정상인들 간에 저작 효율을 비교하는 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고,특히 이들 환자들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저작 효율을 비교
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증 및 관절잡음을 호소하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대
상으로 mixingabilityindex(MAI)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저작 효율을 비교하고,이
와 동시에 주관적인 평가 방법인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저작 효율을 평가하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도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또한 각 평가 방법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치료 후 통증이 감소함에 따라 저작 효율의 변화 양상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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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
여 구강안면통증검사 및 방사선사진검사 결과 SamuelF.Dworkin등이 제시한
researchdiagnosticcriteriafortemporomandibulardisorder(RDC/TMD) 에 따
라 측두하악장애로 진단 받은 환자 중 통증이 있는 군(paingroup)23명과 무통성
관절잡음이 있는 군(sound group)28명,총 5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정상군
(normalgroup)20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총 대상자는 71명이고,남자는 34명,
여자는 37명이였다.전체 평균 연령은 26.0세이고,통증군은 26.4세,관절잡음군은
25.5세,정상군은 26.2세였다(표 1).통증군은 구강안면통증검사 결과 시각적 상사
척도에서 4이상의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이고,측두하악장애 이외의 외적
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모든 구치부가 균일하게 교합되어 있는 자
(2)심한 부정교합(Angle'sclassificationII,III)이 없는 자
(3)상실치,가치,임플란트가 없는 자
(4)심한 비정상 맹출 치아가 없는 자
(5)특기할 만한 전신질환이 없는 자

모든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수행에 앞서 연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설명을
시행한 후 동의한 대상자들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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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haracteristicanddistributionofsubjects

Control
Group

Sound
Group

Pain
Group

Total
Group

Number
ofsubjects 20 28 23 71

Age
(Mean±SD,year) 26.20±9.1 25.54±8.0 26.43±9.7 26.01±8.8

Soundgroup:TMD patientswithTMJnoiseonly
Paingroup:TMD patientswith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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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왁스 시편을 이용한 객관적 저작 효율 검사

객관적인 저작 효율 평가를 위해 Sato등(2003)이 제안한 왁스시편을 이용한
저작 효율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1)왁스 시편 제작

2×2×12㎜3의 붉은색과 녹색의 utilitywax(대동산업)36개를 격자모양으로 겹
쳐서 12×12×12㎜3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제작하였다(그림 1).

Fig1.Thewaxcubeforevaluationofmasticatory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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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작 실험

통증군,관절잡음군,정상군으로 분류된 각 피실험자 1명당 3개의 왁스 시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하게 하였다.

(1)평상시 저작 패턴으로 10회
(2)우측 편측으로 10회
(3)좌측 편측으로 10회
단,통증군에 대해서는 통증이 구강안면통증검사 결과 시각적 상사 척도에서 3

이하로 통증이 감소된 후 재 저작시키고 재 측정하여 치료 전후를 비교하였다.

3)왁스 시편 촬영

얻어진 왁스 시편은 디지털 카메라(NIKON COOLPIX4500,Japan)를 이용하여
동일한 형광등 빛 조건과 피사체간 거리(30㎝)를 유지하여 왁스 시편의 앞,뒷면
을 촬영한 뒤 이미지를 컴퓨터의 JPEG파일 형태로 저장하였다(그림 2).

Fig2.Exampleofchewedwax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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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미지 분석

얻어진 왁스의 저작 시편 이미지는 이미지 분석기(Imageproplus6.0,Medic
Cyberneticscorp.,USA)를 이용하여 투사된 총 면적(totalprojectionarea,AH),
두께가 50㎛이상인 투사 면적(projectionareaabove50㎛ inthickness,A),최대
길이(maximum length,ML),최대 폭(maximum breadth,MB),붉은 색의 면적
(redarea,RA),그리고 녹색의 면적(greenarea,GA)의 정보를 수집하였다(그림
3).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Sato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변수로 변환되었다.

Fig3.Schematicimagefrom thechewedwaxcube(from Sato,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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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X:두 색이 섞인 면적의 비율
MIX=100-(RA +GA)/A ×100

2.TR:전체 투사 영역 중에 두께가 50㎛ 이하가 되는 면적의 비율
TR=100-A/AH ×100

3.LB:최대 너비에 대한 최대 길이의 비율
LB=ML/MB

4.FF:시편이 얼마나 편평한 지를 나타내는 형태 요소
FF=ML²× π/4×AH ×100

영상 분석의 전 과정은 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훈련된 한명의 검사자에
의해서 시행하였고,각각의 왁스 시편에 대해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5)MixingAbilityIndex(MAI)의 산출과정

4가지 변수를 Sato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2008)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판별
함수에 의해 MAI를 구하였다.

MAI=0.100×MIXR(50)-0.015×TR+0.298×LB
+0.000×FF-0.001×AH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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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설문지 조사를 이용한 주관적 저작 능력의 평가

1)음식섭취가능지수(foodintakeabilityindex,이하 FIA)를 이용한 주관적 저
작 능력 평가

저작기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 등(2006)이 사용한 음식섭취능력 설
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원래의 음식 설문지는 30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본 연구에서는 교합력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가지의 음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섭취 응답 점수의 척도는 5점으로 ‘씹을 수 없음’은
1점,‘별로 씹을 수 없음’은 2점,‘어느 쪽이라고도 할 수 없음-보통이다-’는 3점,
‘어느 정도 씹을 수 있음’은 4점,‘잘 씹을 수 있음’은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피검자들이 응답한 10가지 식품에 대한 주관적인 저작 평가 점수들의 합을 이용
하여 음식섭취가능지수(FIA)를 산출하였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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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작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평가(VisualAnalogueScale,이하 VAS)

측두하악장애 환자는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저작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10㎝의 VAS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VAS는 좌측 끝에 “매우 나쁘다”와
우측 끝에 “아주 좋다”로 표현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본인이 느끼는 저작 능력의
정도를 직접 표시하고 그 위치를 자로 측정하였다(그림 4).

Fig4.VisualAnalogueScale(VAS)forevaluationofmasticatory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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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ralhealthimpactprofile(이하 OHIP)-49K설문조사를 통한 삶의 질과
관련 구강건강 평가

이것은 저작 기능과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
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문지인 OHIP-49K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이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 항목 측정을 위해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HIP를 한국형으로 번역한 것이다.
본 OHIP-49K는 이미 Bae(2007)에 의해서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다.
총 49개 항목에 대하여 “매우”는 4점,“자주”는 3점,“가끔”은 2점,“거의”는 1점,
“전혀”는 0점으로 환산하여 총점을 구하였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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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객관적인 저작 효율 평가 방법인 MAI와 주관적인 저
작 능력 평가 방법인 FIA,VAS,그리고 OHIP-49K의 값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요인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다중검정으로는 Duncan법을
이용하였다.통증군의 경우 치료 전과 치료 후에 MAI,FIA,VAS,OHIP-49K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해 pairedt-test를 시행하였다.또한 각 군에 대하여 MAI,FIA,
VAS,OHIP-49K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correlation분석
을 시행하였다.모든 통계분석은 SPSS15.0forwindowsevaluationversion을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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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각각각 군군군별별별 MMMAAAIII,,,FFFIIIAAA,,,VVVAAASSS,,,OOOHHHIIIPPP---444999KKK비비비교교교

통증군(n=23),관절잡음군(n=28),정상군(n=20)에 대하여 객관적인 저작 효율
평가 방법인 MAI와 주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 방법인 FIA,VAS그리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 설문지인 OHIP-49K의 값을 각각 측정하였고,또한 각 군 간의
측정값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MAI,FIA,VAS에서는 통증군이 정상군이나 관절잡음군에 비해서 뚜

렷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P〈0.05).한편 OHIP-49K에서는 통증군과 정상군
뿐만 아니라 관절잡음군과 정상군 간에도 측정값의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P〈0.05,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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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MAI,FIA,VASandOHIP-49Kofeachgroup

Groups
Number
ofsubjects

MAI* FIA† VAS‡ OHIP-49K§

Control 20 0.96±0.70a 4.88±0.24a 9.11±0.82a 29.3±16.61a

Sound 28 0.81±0.92a 4.77±0.38a 8.61±1.53a 41.82±20.44b

Pain 23 -0.18±1.20b 3.97±0.78b 6.13±1.86b 50.04±23.64b

AllvaluesareMean±SD
*:MixingAbilityIndex
†:FoodIntakeAbilityIndex
‡:VisualAnalogueScale
§:KoreanversionofOralHealthImpactProfile-49
a,b :The same letterindicatesno significantdifference at α= 0.05 by Duncan’s

multiplecomparisontestOne-way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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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통통통증증증군군군의의의 치치치료료료 전전전,,,후후후 MMMAAAIII,,,FFFIIIAAA,,,VVVAAASSS,,,OOOHHHIIIPPP---444999KKK비비비교교교

통증군 10명에 대해서는 MAI,FIA,VAS,OHIP-49K를 치료 전과 치료 후(구강
안면통증검사 결과 시각적 상사 척도에서 3이하로 통증이 감소된 상태)에 각각 측
정하여 전후 비교를 하였다.
VAS에서는 치료 전 보다 치료 후에 주관적인 저작 기능의 향상을 보였으며(P

〈0.05),MAI에서는 치료 후 저작 효율의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
은 없었다.FAI와 OHIP-49K의 치료 전후의 측정값의 비교에서도 치료 후 통증의
감소에 따른 유의성 있는 변화는 없었다(표 3).

Table3.MAI,FIA,VASandOHIP-49Kofpaingroup
before/aftertreatment

Group Number
ofsubjects MAI* FIA† VAS‡ OHIP-49K§

Before
treatment 10 0.11±1.05 4.13±0.74 6.60±1.65 47.8±20.22

After
treatment 10 0.36±1.43 3.93±0.73 8.10±1.00 52.30±22.81

P-value# 0.49 0.22 0.04 0.40

AllvaluesareMean±SD
*:MixingAbilityIndex
†:FoodIntakeAbilityIndex
‡:VisualAnalogueScale
§:KoreanversionofOralHealthImpactProfile-49
#:Pairedt-testbetweenbeforeandaftertreatmen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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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각각각 저저저작작작 효효효율율율 평평평가가가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OOOHHHIIIPPP---444999KKK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비비비교교교

실험에 참가한 모든 대상자(71명)에 대하여 MAI,FIA,VAS및 OHIP-49K의
측정값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MAI와 FIA(P〈0.01),MAI와 VAS(P〈0.01),
FIA와 VAS(P〈0.01),FIA와 OHIP-49K(P〈0.01),그리고 VAS와 OHIP-49K(P
〈0.01)에서 모두 서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Table4.CorrelationamongMAI,FIA,VASandOHIP-49K
forallgroup(n=71)

MAI# FIA† VAS‡ OHIP-49K§

MAI - 0.40** 0.48** -0.11

FIA - 0.76** -0.39**

VAS - -0.27**

OHIP-49K -

Allvaluesindicates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
#:MixingAbilityIndex
†:FoodIntakeAbilityIndex
‡:VisualAnalogueScale
§:KoreanversionofOralHealthImpactProfile-49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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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군(23명)에서 각 측정값들 간에는 MAI와 VAS(P〈0.01),FIA와 VAS(P
〈0.05),FIA와 OHIP-49K(P〈0.05)에서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 외에
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Table5.CorrelationamongMAI,FIA,VASandOHIP-49K
forpaingroup(n=23)

MAI# FIA† VAS‡ OHIP-49K§

MAI - 0.19 0.53** 0.16

FIA - 0.51* -0.43*

VAS - -0.04

OHIP-49K -

Allvaluesindicates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
#:MixingAbilityIndex
†:FoodIntakeAbilityIndex
‡:VisualAnalogueScale
§:KoreanversionofOralHealthImpactProfile-49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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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잡음군(28명)에서는 FIA와 VAS(P〈0.01)에서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이 외의 항목들 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Table6.CorrelationamongMAI,FIA,VASandOHIP-49K
forsoundgroup(n=28)

MAI# FIA† VAS‡ OHIP-49K§

MAI - 0.02 -0.03 -0.11

FIA - 0.89** -0.07

VAS - -0.06

OHIP-49K -

Allvaluesindicates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
#:MixingAbilityIndex
†:FoodIntakeAbilityIndex
‡:VisualAnalogueScale
§:KoreanversionofOralHealthImpactProfile-49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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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최근 들어 일반인도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많
은 양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건강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측두하악장애도 역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이 증상으로 치과를 내원
하는 환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측두하악장애로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에
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저작 시 통증,측두하악관절 잡음,그리고 하
악운동의 제한 등이 있다.이런 다양한 증상들 중에서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 시 통증이다.저작 시 통증과 측두하악
장애 환자들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Zarb& Thompson(1970)은 측두
하악장애 환자의 37%에서 저작 시 통증을 호소한다고 보고 하였고,Bush등(1989)
은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68.4%에서 저작 시 통증을 호소하고,특히 근막 동통에서
는 81%가 저작 시 통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일련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측두하악장애 환자들은 저작 시 통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이로 인해
심한 경우 정상적인 음식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저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저작 효율 개선을 위하여 정확한 진단

과 치료가 필요하며,저작 능력의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저작 능력의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가 있다.주관적인 평가는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피검자 스스로 본인의 저작 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고,객관적인 평가는
교합력,저작근의 활성도,연하 경계점,저작효율 등의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근거
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객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 방법을 이용한 저작 능력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Clark등(1984)은 근막동통증후군 환자는 정상군에 비해 최대
교합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Kumai등(1993)은 근막동통증후군 환자에서는
저작측의 저작근의 근활성도가 정상군에 비해 근전도상에서 현저히 감소하고,이
환측의 교근의 최대 교합력도 정상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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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내장증 환자의 저작 시 근전도를 이용한 연구에서 정상보다 저작 시 교근
의 힘은 약하고 수축시간은 길다고 보고하였고,정복성 악관절내장증과 비정복성
악관절내장증간의 저작시 근육의 활성도 검사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
다(Sato등,1998).이와 같이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저작 기능에 대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은 근활성도나 교합력 측정이 대부분 이였다.하지만 근활성도나 교합력
측정은 저작 기능 중 정적인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저작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적인 평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정확한 저작 능력의 평가

를 위해서 저작 효율 측정과 같은 동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이 방법에는
sievingmethod,gum method,ATPmethod등이 있으나 측정 과정이 매우 복잡
하여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ato등(2003)이 개발한 방법,즉 두 가지 색을 혼합한
utilitywax를 저작 효율 평가 시 음식 대용으로 사용하였는데,특히 저작 효율을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저작된 왁스 시편의 크기,넓이 및 색이 섞인 정도 등을 변
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MAI라는 저작 효율 평가를 위한 정량화된 지수
를 이용하였다.이는 기존의 sievingmethod와 비교한 결과 높은 타당성을 보였
고,임상에서 간단하게 시행이 가능하며,gum method에 비해서도 민감도가 우수
하다고 보고가 되었기에 통증 및 관절잡음을 호소하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대상
으로 저작 효율을 대조군과 함께 비교하였다.이와 동시에 객관적 저작 효율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주관적인 저작 능력을 평가하고,구강건
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문지 평가를 하였으며,각 측정 방법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또한 치료 후 통증이 감소함에 따라 객관적 저작 효율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먼저 각 군 간의 객관적 및 주관적 저작 효율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
지수를 보면,MAI,FIA,VAS모두에서 통증군보다 관절잡음군과 정상군에서 높
은 저작 효율을 보였다(P〈0.05).이 결과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통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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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저작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관절
잡음군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주관적 및 객관적 저작 효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atsuda(1992)는 측두하악장애 환자
에서 근육의 수축 기간,cycletime,chewingcycle등 정상군과 차이가 없다고 보
고하였다.하지만 최근의 연구보고들은 보면 Kurita등 (1993)은 정상군보다 측두
하악장애 환자에서 저작 능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Sato등(1998)은 관절원판
변위 환자의 저작 효율과 관련된 연구에서 정복성 및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간
에는 근활성도와 저작 운동에 차이가 없지만 관절원판변위 환자는 정상군에 비해
근육의 힘이 약하다고 보고하였다.그리고 Kurita등(2001)은 측두하악관절의 통증
과 개구량은 저작 능력과 크게 연관이 있으며,측두하악관절잡음과 촉진 시 근육
의 통증은 저작 능력과 연관성이 작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도 최근의 연구보고
들과 같이 측두하악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 저작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고,무통성의 관절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 효율이 정상군과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OHIP-49K에서는 주관적 및 객관적 저작 효율 평가의 결과와는 다르게
정상군보다 통증군과 관절잡음군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이는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잡음도 측두하악장애 환자에 있어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병원에 내원하는 측두하악관절잡음 환자 중에는 음식을 먹는 데에는 문
제가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과두 걸림이나 관절잡음으로 인하여 불편감을 호소
하는 경우가 있다.그 중 관절잡음의 정도가 심해 주변 사람에게까지 들리는 경
우,환자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
다.따라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저작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잡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증군에서 치료 전후의 저작 효율의 비교를 보면,주관적 저작 능력 평가 방
법인 VAS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P〈0.05).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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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저작 효율 평가 방법인 MAI에서는 치료 후 저작 효율의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Ohtsuka등(1999)은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치료 전후
의 저작 능력의 비교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된 측두하악장애 환자는 치료 전
보다 저작 능력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고,Sato등(2002)도 비정복성 관절
원판변위 환자들의 저작 운동과 저작 효율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들은 치
료 없이 관찰만 해도 증상들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작 효율도 개선된다고 보고 하였다.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환자
의 증상이 호전되고 통증이 감소하면 저작 효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통증의 감소에 따라 저작 효율의 증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
타나지 않았던 것은 표본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각 검사 항목 지수간의 상관성은 전체군에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인 MAI와 주
관적인 평가 방법인 FIA,VAS간에서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와의 상관성에서는 MAI와 OHIP-49K에서만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FIA와 OHIP-49K,VAS와 OHIP-49K간에는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이와 비슷한 선행 연구로 조 등(2006)은
주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 방법인 식품섭취가능지수와 객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
방법인 교합력 측정치 간의 상관성을 보고하였고,류 등(2007)의 연구에서는 MAI
는 주관적 평가 방법인 식품섭취능력지수,현재 치아 수,구치부 치아상실 수,교
합력 등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도 MAI와 같은 객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 방법과 FIA,VAS와 같은 주관적인 저작 능력 평가 방법 간에 연
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 통증군에서는 MAI와 VAS(P〈0.01),FIA와
VAS,그리고 FIA와 OHIP-49K(P〈0.05)에서만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MAI와
FIA에서는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이것은 환자의 통증이 저작 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특히,관절잡음군에서는 FIA와 VAS(P〈0.01)에서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외의 항목들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개구량이 늘어남으로써 과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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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관절잡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만,일단 음
식물이 구강 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 후의 저작 운동은 매우 작은 범위의 운동으
로 과두 걸림이나 관절잡음과는 무관하게 되어,저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이와 관련된 연구로 Haketa등(2006)은 정복성 및 비정복
성 관절원판변위 환자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는 것은 개구량과 연관이 있으며,이
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음식물이 클수록 관절원판변위 환자
들은 근막동통증후군 환자들 보다 더 섭취곤란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따라서
관절잡음군에서는 주관적인 저작 효율과 객관적인 저작 효율간의 상관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각 검사 항목 지수간의 상관성에서 FIA와 VAS는 전체군,통증군,관절잡음군

모두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에 사용된 음식 섭취
능력 설문지는 조 등(2006)이 사용한 설문지 30가지 문항 중에서 교합력과 관련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가지의 음식으로 구성한 수정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이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으로,본 설문지로 측정한 FIA와 또 다른 주관적인 저작 효율
측정 방법인 VAS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향후 음식 섭취능력 설문지 문
항 구성에 있어,좀 더 교합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음식으로 문항 수를 줄인
간편한 설문지로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는 새로운 설문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통증이 저작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관절잡음은 저작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저작 효
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잡음도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통증군에서 치료 후 통증이 감소함에 따른 저작 효율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표본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향후 대상자 수를 늘리면 통계학적 유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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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통증 및 관절잡음을 호소하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mixingabilityindex(MAI)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저작 효율을 정상군과 함께 비
교하고,이와 동시에 주관적인 평가 방법인 설문조사법 중 FIA와 VAS를 이용하
여 저작 효율을 평가하고,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를 위해 OHIP-49K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각 조사 방법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또한 치료 후 통증이
감소함에 따라 저작 효율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MAI,FIA,VAS는 통증군이 정상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관절잡음군보다도 감소하여 통증군이 정상군과 관절잡음군에 비해 저작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관절잡음군에서는 MAI,FIA,VAS에
서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문지인 OHIP-49K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통
증군과 관절잡음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구강건강과 관련한 삶
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모든 대상자(71명)에서 객관적 저작 능력 평가방법인 MAI와 주관적 저작 능
력 평가 방법인 FIA와 VAS간에는 서로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OHIP-49K에서도 MAI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관절잡음군에서는 FIA와 VAS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이외의 모든 항목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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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각 평가 방법 간의 상관성에서 FIA와 VAS는 전체 대상자,통증군,관절잡음
군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통증군에서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통증 감소와 함께 VAS에서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다(P〈0.05).하지만 MAI에 있어서는 저작 효율의 증
가는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또한 FIA,OHIP-49K에서도 치료 전과
후 통증 감소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통증이 저작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관절잡음은 저작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아니지
만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한 요인으로 사료된다.따라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저작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잡음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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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Appendix1.Questionnairefortheevaluationoffoodintakeability

식품 종류
씹을 수
없음

별로 씹을
수 없음

어느
쪽이라고도
할 수 없음
-보통이다-

어느 정도
씹을 수
있음

잘 씹을 수
있음

1점 2점 3점 4점 5점
마른 오징어

전병(센베이)과자
생 당근
땅콩

쇠고기불고기
캬라멜

돼지고기삼겹살
딱딱한 단감
사과

쥐포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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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2.Questionnairefororalhealthrelatedqualityoflife(OHIP-49K)

※ 매우:1주일에 2-3회 이상 자주:1주일에 1회 정도 가끔:한 달에 2-3회 정도
거의:한 달에 1회 이하 전혀:경험한 적이 없음

지난 3개월 동안 치아나 잇몸 때문에 아래의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으셨습니까? 매우 자주 가끔 거의 전혀

1.음식을 씹기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있다면 얼마
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발음이 잘 안되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있다면 얼
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3.치아가 보기에 흉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외모를 나빠 보이게 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
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5.입냄새가 난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6.맛을 느끼는 감각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7.음식물이 이,틀니나 보철물에 낀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8.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
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9.틀니나 해 넣은 이가 잘 안 맞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
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10.혀나 혀밑,빰 입천정 등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11.가만히 있거나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또는 음식을 씹
을 때 턱이 아픈 적이 잇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
러셨습니까?

12.두통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
러셨습니까?

13.차거나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수 때문에 이가 시리거나
아픈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14.이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
습니까?

15.잇몸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
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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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프거나 거북스러운 입안의 문제 때문에 음식 먹기가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
까?

17.입안을 건드리면 아픈 곳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있다
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18.틀니나 해 넣은 이가 불편하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19.걱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
셨습니까?

20.창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지신 적이 있습니
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1.자신이 딱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
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2.입안이 보기 흉해서 언짢았던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3.신경이 많이 쓰인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4.또렷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있다
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5.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습
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6.예전에 드시던 음식들이 덜 맛있게 느껴지신 적이 있습
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7.이를 제대로 닦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8.특정한 음식을 피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
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29.식생활이 불만스러운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
주 그러셨습니까?

30.틀니나 해 넣은 이로 음식을 씹어드실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31.보기 흉할까봐 웃는 것을 꺼려하신 적이 있습니까?있
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32.식사를 도중에 중단하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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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신경이 쓰여서 잠을 설치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
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34.울화가 치민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
셨습니까?

35.편안하게 쉬지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36.우울해 진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
습니까?

37.정신집중을 하는 데 방해받은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38.난처하거나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
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39.외출이 꺼려지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0.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베푸셨던 너그러움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1.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에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2.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게 되신 적이 있습니까?있
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3.평소 하시던 일을 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있
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4.몸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
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5.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6.다른 사람과 한 자리에서 어울리는 것이 예전만큼 즐겁
지 않게 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
습니까?

47.살아가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덜 만족스럽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8.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전혀 제 몫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49.일할 때의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었던 적
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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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vvvaaallluuuaaatttiiiooonnnooofffmmmaaassstttiiicccaaatttooorrryyyeeeffffffiiiccciiieeennncccyyy
aaannndddooorrraaalllhhheeeaaalllttthhhrrreeelllaaattteeedddqqquuuaaallliiitttyyyooofffllliiifffeee
iiinnnttteeemmmpppooorrrooommmaaannndddiiibbbuuulllaaarrrdddiiisssooorrrdddeeerrrpppaaatttiiieeennntttsss

Lee,Yong-Seung
DepartmentofOralMedicin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In this study,the objective masticatory efficiency of two groups of
temporomandibulardisorderpatients,pain and sound groups,wascompared
with thatin a normalgroup using the MAI(mixing ability Index).The
subjectivechewingabilitywasevaluatedusingquestionnaires,suchastheFood
IntakeAbilityIndex(FIA)andVisualAnalogueScale(VAS).TheOralHealth
ImpactProfile(OHIP)-49K ofthepatientswasalsoexaminedtomeasurethe
oralhealth-relatedqualityoflife.Theresultswereasfollows:

1.TheMAI,FIA andVASinthepaingroupweresignificantlylowerthan
inthenormalandsoundgroups.Thisshowsthatthechewingefficiencyofthe
paingroupwaslowerthanthenormalandsoundgroups(P〈0.05).However,
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soundandnormalgroups.

2.The OHIP-49K forthe oralhealth-related quality oflife showed a
significantincreaseinboththepainandsoundgroupscomparedwith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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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Thismeansthattheoralhealth-relatedqualityoflifewaslowerinboth
thepainandsoundgroups.

3.TherewasacorrelationbetweentheMAI,FIA andVAS(P〈0.01)inall
subjects(71persons).TheOHIP-49KwasassociatedwiththeFIA andVAS.

4.TherewasacorrelationbetweentheFIA andVAS(P〈0.05)inthesound
groupbutnocorrelationintheothergroups.

5.TherewasacorrelationbetweentheFIA andVASinallgroups.

6.TheVASwasincreasedsignificantlyinthepaingroupaccordingtothe
levelofpain reduction aftertreatment(P〈0.05).However,there was no
significantincreasein theMAI,even though therewasan improvementin
masticatory efficiency.In addition,therewasno differencein theFIA and
OHIP-49Kaccordingtothelevelofpainreductionaftertreatment.

In thisstudy,itisbelieved thatpain isamain factordecreasing the
masticatoryefficiencyinpatientswithtemporomandibulardisorders.Moreover,
TMJsoundsdecreasethequalityoflifebutdonotdecreasethemasticatory
efficiency.Therefore,itisimportanttocontrolthepaininordertoimprove
themasticatory efficiency in temporomandibulardisorderpatients.Moreover,
managingbothpainandsoundcanimprovethequalityoflife.

-----------------------------------------------------------------------------------------------------------------
Keywords:temporomandibulardisorder,masticatoryefficiency,mixingability

Index,foodintakeabilityIndex,oralhealth-relatedqual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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