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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편측성 측두하악 관절장애 환자의 하악골 비대칭에 관한  

파노라마 방사선학적 연구  

 

 

 

민  현  정 

(지도교수 : 송영복 ) 

                                

   하악의 비대칭은 악안면 비대칭의 주된 이유로 심미적, 기능적 손실을 초래하

며 하악골 크기의 차이, 골격의 변위,  연조직의 비대칭에 의하여 나타난다. 하악 

비대칭을 초래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측두하악관절원

판변위가 하악 비대칭의 원인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동물실험

이나,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등에서 그 타당성이 제시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가 하악 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편측으로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가 있는 환자 32명, 비복원성 관절

원판변위 환자 17명, 대조군 27명을 대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하악 

과두 및 하악 비대칭을 평가하였으며,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의 발현 연령, 질환의 

경과 시간이 하악 비대칭에 미치는 정도를 조사 연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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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악의 수직 고경과 하악 후방부 길이의 비대칭은 관절원판변위군에서 정상군

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나(p<0.05),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과 비복원성 관

절원판변위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관절원판 변위가 발생된 연령과 비대칭의 정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3. 관절원판 변위가 진행된 경과 기간은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에서만 하악 과두

경의 길이와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관찰결과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 환자에서 하악 비대칭이 호발함을 

알 수 있었으나 관절원판 변위의 발생연령 및 경과기간과 하악 비대칭 사이의 연

관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위의 결과는 높은 유병율에도 불구하고 측두하악관절

질환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제한되는 질환이라는 기존의 생각 때문에 치료의 중

요성이 경시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핵심 되는 말 : 악관절장애, 관절원판변위, 하악의 비대칭, 파노라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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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측두하악장애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치아교합관계, 근신경계로 구성되는 

저작계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임상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이다. 악안면 부위의 비치성 기원 동통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며 가장 주된 

증상은 악관절과 저작근 동통, 악관절의 잡음, 하악운동의 제한 이 증상으로,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두개하악장애라고도 불리운다(Okeson, 1995). 최근 

연구에 의하면 측두하악장애가 하악의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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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다.   

   

 

이제까지 하악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생각되어온 것들은 매우 다양한

데, Samir등(1994)은 하악 비대칭을 그 원인에 따라 크게 편측성 구개열과 구순열

등의 유전적 혹은 선천적기형, 습관이나 외상과 같은 환경적요인, 치아의 교합장

애로 인한 기능적 편위로 분류하였다. Tallent등(1991)은 여러 원인 중에서도 편측 

하악 과두의 과성장 혹은 열성장이 하악 비대칭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

하고 장측의 개교합(openbite), 교합평면의 경사, 하악 정중선의 단측으로의 편위, 

단측의 반대교합(crossbite)등 치열적 특성을 제시 하였다. 원인에 따른 분류 체

계 외에도 Pertti등(1994)은 하악의 비대칭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 크게 출생 전

과 출생 후로 구분하고 전자를 태생기(embryonic)와 배아기(fetal period)로 세분

하여 각각의 시기에 발생하는 질환을 열거하고 후자의 경우는 하악의 편측성 과

성장, 점진적 안면반구의 위축, 염증이나 감염, 외상이나 골절 등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어떠한 원인에서 이든 하악의 비대칭은 양측 골격의 크기의 차이, 골격의 

변위(malposition), 혹은 연조직에 제한된 비대칭의 결과이며 다 빈도로 나타나므

로 임상적으로 많은 중요성을 갖는다. 

   

 

 

 

   측두하악장애와 하악의 비대칭사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 많은 연구

가 시행되었는데, Hansson등(1983)이 측두하악장애를 가진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

해 수직적 과두길이에 있어 비대칭이 크다(Hansson, 1983 : Habets, 1988)고 보고

한 이래 진단 분류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시행되어졌다. Bezuur

등(1988)은 43명의 측두하악장애환자를 다시 근육 기원과 관절기원으로 분류하여 

진단분류에 따른 좌 우측 비대칭을 비교한 결과  근육 기원일 때 더 큰 비대칭 



 ５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비대칭은 과두경 길이의 차이에 의한 것이지 하악지

의 길이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써 과잉근육 활동

이 관절면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러한 과부하가 연조직층의 비대로 인한 비대칭, 

다시 근육의 과활동 증가, 관절면의 적응능력의 고갈(이는 곧  미분화된 간엽 조

직의 고갈)로 이어짐으로써 퇴행성 관절변화를 유발한다는 기전을 제시하고 있다.  

Miller등(1994)은 각각의 환자군에서 비대칭에 대한 나이의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관절기원의 환자군에서는 나이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가 감소하는 역비례 관계가

(1992), 근육기원에서는 일정연령(30.26세)까지는 비대칭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Rao등(1990)은 자기공명영상 촬영법을 

이용한 악관절내장증과 하악 과두 골변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관절원판장

애를 다시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과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두 군 모두에서 골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전자에서 더 심한 골 변화 양상이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물실험(Legrell, 1992; Hatala, 1996)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

다. 동물실험은 주로 토끼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었다. 이는 인간에 비해 

섬유모세포보다 연골세포의 수가 더 많으며, 관절와 후방의 돌출(postglenoid lip)

이 없다는 차이만 제외하면, 인간과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외과적 

수술이 용이하며, 과두와 관절원판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실험적 용이성이 

있다(Tallents, 1990). 실험적으로 유도된 관절원판변위시 조직학적변화를 관찰한 

여러 연구에서 관절원판 재형성(disk remodeling) 및 퇴행성 관절변화

(degenerative change)를 보고하였다. Legrell등(1992)이 인위적으로 편측 관절원

판변위를 유도하여 하악 길이(mandibular length)변화 및 하악 비대칭(Mandi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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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y)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실험 측에서 과두 길이 감소와 동

측으로의 중심선 편위를 관찰하였다. 이는 실험군에서 관절표면의 수직길이 감소

와 편평화 등을 관찰하고 외과적으로 유도된 관절원판변위가 하악의 성장에 변화

를 초래할 수 있다(Hatala, 1996)는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

다.  

 

 

 

 

 측두하악관절질환의 동통과 기능장애는 어린이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조사자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Geering, 1971; Egermark-Eriksson, 1981; 

Wigdorowicz, 1979;  Grosfeld, 1977;  Williamson, 1977).  Geering등(1971)은 

241명의 8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측두하악관절증상을 나타냄을 보고하였고, Egermark-Eriksson등

(1981)은 33%가 근육 압통을, 18%에서 관절잡음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높은 

유병율에도 불구하고 측두하악관절질환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제한되는 질환이라

는 기존의 생각 때문에 치료의 중요성이 경시되어왔으나  Egermark-Eriksson등

(1982)이 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처음 조사당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

을 보이는 환자가 20%였으며 이들은 미미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4년 후의 재 조

사 시에는 위의 증상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심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덧붙여 

Katzberg등(1985)은 31명의 측두하악질환을 갖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TMJ의 상태

를 관찰한 바, 94%가 관절원판변위를 42%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것을 발견하

고 골질환의 발생정도가 심각함을 주장하였다. Schellhas(1990)도 역시 60명의 하

악 후퇴증 환자 중 56명이 관절원판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턱끝(chin 

point)이 작은 과두쪽으로 편위(deviation)됨을 관찰하고 관절원판변위나 ,골의 퇴

행성 변화는 하악의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성장기 아동에 있어 하악 비대칭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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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자기공명영상이나 전산화단층촬영, 악관절 조영술등을 이용한 연구를 통

해 관절원판 전방 변위와 관련된 이차적인 과두 저형성이나 퇴행성 관절변화를 

관찰함으로써(Sanchez-Woodworth, 1988) 골성 변화의 진행에 따른 하악 및 안

면 비대칭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악관절 내장증의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하악의 비대칭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써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였다. 이 촬영법은 하악의 골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서 하악의 수직길이 변화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미 여러 차례 사용

된 바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하악 과두 길이, 하악지 길이 등의 변수를 이용

하여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가 하악의 수직길이 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측두하악관절원판장애의 발현 연령, 경과 기간에 따른 비대칭 심화 유무를 연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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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 대상 

 

1. 환자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합과에 내원하여 기왕력 조사 및 임상검사 등을 

통해 임상적으로 편측성 관절원판변위로 진단 받은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연구 대상은 반드시 편측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만 포함 시켰으며  

또한 구치부 치아 결손으로 인한 후방지지소실, 외상, 전신증상, 선천성 기형의 경

우 역시 제외하였다.  

환자군은 미국 구강안면 동통학회의 임상적 진단분류법을 사용하여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으로 각각 분류하였으며(McNeill, 1990) 

이들의 증상 발현의 기간, 증상의 발현시기에 따라 세분하였다. 복원성 관절원판 

변위군은 32명을 대상으로 하고 16세에서 27세까지의 연령분포를 갖으며, 평균연

령은 20.5세 였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3명으로 71.9%이었다.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은 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포는 14세에서 28세

로 평균연령은 21.9세 였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명으로 8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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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원성 관절원판 변위군 

재생 가능한 개구 혹은 폐구시의 관절음이 관찰되고, 개구 제한은 없어야 한다. 

(간헐적인 과두걸림이나 동통은 있을 수도 있다.) 

 

2)비복원성 관절원판 변위군 

뚜렸한 관절잡음의 병력과 관절음의 소실과 함께 시작된 개구 제한이 관찰되며 

이환측의 하악 과두 활주운동의 제한 및 편향이 존재하여야 한다. (동통은 없을 

수도 있다.) 

 

2. 정상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합과 및 교정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환자중 관절음 및 과두 걸림등의 병력이 없고 임상 검사시 개구제한이나 

관절음, 관절 동통 등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이 없는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구치부 치아 결손으로 인한 후방지지소실, 외상, 전신증상, 선천성 기형의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특히 교정과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는 골격성 비대칭이 없고 이소 

맹출 등의 치열의 위치 이상 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만을 선택하였다. 

 남자 17명과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하되 11세부터 29세의 연령분포를 갖으며, 

평균연령은 23.7세였으며 여자는 전37.0%를 차지하였다. 

정상군 및 환자군에서의 남녀 성별 및 연령, 이환측의 분포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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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The Distribution of Age and Sex In Disc Displacement & Control Group  

 

 

 

 

 

 

 

 

 

 

 

 

DD c R :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D s R :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환자의 증상발현기간에 따른 분포는 표2와 같다. 

Table2. The Distribution of Symptom Duration in Disc Displacement Groups 

 DD c R  n(%) DD s R   n(%) 

Sx duration 

        > 1month 

 1month - 6month 

 6month - 1year 

 1year  < 

 

6 (18.7%) 

10(31.3%) 

10(31.3%) 

6 (18.7%) 

 

2(11.8%) 

8(47.1%) 

6(35.3%) 

1( 5.8%) 

sum n(%) 32(100%) 17%(100%) 

 

Disc Displacement  

DD c R   n(%) DD s R   n(%) 

Control 

Age 

- 19 

    20 - 29 

  

13(40.6%) 

19(59.4%) 

 

5(29.4%) 

12(70.6%) 

 

7(25.9%) 

20(74.1%) 

Mean age(yr) 20.5yr 21.9yr 23.7yr 

Sex 

Female 

Male 

 

23(71.9%) 

9(28.1%) 

 

15(88.2%) 

2(11.8%) 

 

10(37.0%) 

17(63.0%) 

Sum(명) 32명 17명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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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촬영 

 

 각각의 파노라마 사진은 Cranex3+(Soredex, Orion Co, Helsinki, Finland)를 이용

해서 촬영하였으며 사용자의 지시서에 따라 환자의 등을 곧게 하고, 턱받침을 이

용하여 키 높이를 조정한 뒤 마지막으로 위치 조절용 빛을 이용하여 안와 하연과 

이주를 연결한 가상선상에 평행을 유지시킨 후 정지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2.계측방법 

좌우측 하악 과두와 하악지의 길이차이를 비교하기위해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acetate paper를 이용하여 주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그리고 계측점을 표시한다. 

 

co = 하악 과두의 최상방점 (codylion)) 

inc = 근돌기와 과두사이의 가장 깊은 곳(incisura mandibulae) 

co' = condylion에서 하악지 접선에 그은 수선과 만나는 점 

inc'= inc에서 하악지 접선에 그은 수선과 만나는 점 

go = 하악체와 하악지에 그은 접선의 교점 

go' = go에서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점을 이은 선분에 수직으로 그은 수선과 

 만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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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2대구치의 원심골의 최상방점 

ro = 하악지에 그은 접점 

 

 

 

 

 

 

 

 

 

 

 

 

 

 

 

Figure1. : Measurement of Condylar Height, Ramal Height, Mandibular Length 

and Manibular Height. 

 

RL = 하악지에 그은 접선(ramal tangent)  

ML = 하악체에 그은 접선(mandibular tangent) 

CL =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점을 연결한 선 

co'- inc' : 하악 과두 길이 (C) 

co'- ro : 하악지 길이 + 과두경 길이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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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 go' : 하악체와 하악지에 각각 그은 접선의 교점에서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점을 이은 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 ; 하악의 높이 (CG) 

co-7' : 하악 과두의 최상방점에서 하악 제2대구치 원심면과 접하는 골의 최상방                 

점에 그은 선분의 길이 ; 하악 후방부의 길이 (C7) 

위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전자식 버니어 캘리퍼스(Mitutoyo.corp, 

Japan)를 이용하여 0.01mm단위까지 계측한다. 동일한 검사자가 76명의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3회 이상 측정한 후 2회 이상 일치되는 측정값을 이용하였다. 

위에서 얻어진 값을 이용하여 비대칭지수(asymmetrical index)를 계산한다. 

AI= (이환측-정상측)/(이환측+정상측)×100% 

 완전히 대칭이 되는 경우를 0%, 완전히 비대칭이 되는 경우를 100%라고 한다. 

 

 

다.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각 군간 측정치 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와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하악 과두경 및 하악지의 길이등 각 

변수와 연령 및 증상 발현기간과의 연관성 유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

관분석 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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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성적 
 

 

가.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군과 대조군에서의 비대칭지수 비교             

 

Table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symmetric Index In Disc 

Displacement and Control Group   

   *p<0.05                                              (mean±s.d., %) 

 

C(AI) = 과두경 길이의 비대칭지수 

CR(AI) = 과두경과 하악지 길이 합의 비대칭지수 

CG(AI) = 하악체와 하악지에 각각 그은 접선의 교점에서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점을 이은              

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의 비대칭지수 ; 하악 높이의 비대칭지수 

C7(AI) = 하악 과두의 최상방점에서 하악 제2대구치 원심면과 접하는 골의 최상방점에  

그은 길이의 비대칭지수 ; 하악 후방부 길이의 비대칭지수 

Control = 대조군 

Disc Displacement Group =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과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 

 

 

  n C(AI) CR(AI) CG(AI) C7(AI) 

 Control 27 -0.07±4.85 -1.60±9.25 1.89±3.10 0.43±2.04 

Experimental 

group 
49 -1.99±4.71 -0.46±3.38 -0.67±2.92＊ -0.7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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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경 길이의 비대칭지수는 관절원판변위군에서의 평균 -1.99±4.71%, 대조

군 -0.07±4.85%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두경과 하악지 길이의 합에 있어

서도 관절원판변위군(-0.46±3.38%), 대조군(1.60±9.25%)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하악체와 하악지에 각각 그은 접선의 교점에서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점을 이

은 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의 비대칭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관절

원판변위군에서는 -0.67±2.92%, 대조군에서는 1.89±3.10%의 평균값을 나타내었

다. 하악 과두 최상방점에서 하악 제2대구치 원심면과 접하는 골의 최상방점에 

그은 길이에서도 관절원판변위군에서는 -0.43±2.04%, 대조군에서는 -0.70±

1.9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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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원성관절원판변위, 비복원성관절원판변위군과 대조군간의 

비교 

Table4.: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symmetric Index In Disc 

Displacement & Control Group 

                                                                (mean±s.d., %) 

 

DD c R =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D s R =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 significant under p<0.05 comparison with Control 

 

 

 

관절원판변위군을 다시 복원성 관절원판변위,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로 나누어 

대조군과 비교시, 과두경 길이의 비대칭지수는 대조군에서 평균-0.07±4.85%이었

으며,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에서는 -1.36±4.76%, 그리고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

군에서는 -3.17±4.51%으로 차이가 없었다. 과두경과 하악지 길이의 합에 있어서

도 역시 차이가 없었으며 대조군에서 평균-1.60±9.25%, 복원성관절원판 변위군

에서는 0.37±2.72%, 그리고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에서는 -2.04±4.01%였다.  

하악체와 하악지에 각각 그은 접선의 교점에서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점을 이은 

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의 비대칭지수는  대조군에서  1.89±3.10%, 복원성관절원

 Control DD c R       DD s R 

C(AI) 

CR(AI) 

CG(AI) 

C7(AI) 

-0.07±4.85 

-1.60±9.25 

1.89±3.10 

0.43±2.04 

-1.36±4.76 

 0.37±2.72 

 -0.14±2.41* 

-0.62±2.06 

    -3.17±4.51 

    -2.04±4.01 

    -1.68±3.55* 

    -0.8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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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변위에서는 -0.14±2.41%, 그리고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에서는 -1.68±

3.55%였다. 이는 대조군과 복원성관절원판 변위군간에 그리고 대조군과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간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나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과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악 과두의 최상방점에서 하악 제2대구치 원심면과 접하는 골의 최

상방점에 그은 길이의 비대칭지수는 대조군(0.43±2.04%), 복원성관절원판변위(-

0.62±2.06%) 그리고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0.85±1.83%)로 각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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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상의 발현연령과 비대칭지수와의 연관성 

 

Table5.:Correlation between Onset Age and Asymmetric Index(C(AI), CR(AI),  

CP(AI), C7(AI)) in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Group.  

 

 

 

 

 

 

 

 

 

 

 

 

PCC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DD c R :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D s R :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과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 모두에서 증상의 발현연령과 

비대칭 지수 간에는 모든 비대칭지수에서 연관성이 없었다. 

                   

 

 

DD c R DD s R 
 

PCC p-value PCC p-value 

C(AI) 0.2429 0.1805 0.1174 0.6537 

CR(AI) -0.0807 0.6604 -0.0594 0.8208 

CG(AI) 0.2129 0.2420 -0.0953 0.7161 

C7(AI) 0.1864 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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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상의 발현기간과 비대칭지수와의 연관성 

 

Table5.Correlation between Symptom Duration and AI(C(AI), CR(AI), CG(AI), C7(AI)) 

in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Group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에서 하악 과두경의 길이에서만 증상의 발현기간과 약간의 

관련성이 있었다.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에서 모든 비대칭지수와 증상발현기간과는 연관성이 없

었다. 

 

 

 

 

 
 

DD c R DD s R 
 

PCC p-value PCC p-value 

C(AI) 0.3413 0.0559* 0.1690 0.5167 

CR(AI) 0.2507 0.1663 0.1930 0.4581 

CG(AI) 0.3202 0.0740 0.3710 0.1426 

C7(AI) 0.0919 0.6166 0.3853 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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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총괄 및 토의 
 

 

 

   측두하악관절원판 변위는 측두하악관절에 이환 되는 관절 병변 중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과두와 관절원판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특징 지워진다. 측두

하악관절의 관절원판 변위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외상이며 

Pullinger등의 1984년에서 1987년에 이르는 연구에서 대조군의 6-18%에 비해 

측두하악관절원판 변위환자에서 30-79%로 높은 빈도의 외상경험을 보고 했다.  

관절원판이 변위 되는 방향에 따라 전방, 전내방이 다빈도로 나타나고(Isberg-

Holm, 1982 ; Farra,1982), 후방이나 내측방은 드물게 발병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Khoury,1986; Westesson, 1989). 이러한 관절원판 변위의 방향적 특이성은 하

악 과두 수평각이 수직각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Westesson, 

1991; Nilner, 1995) 

 

 

   관절원판 장애는 하악 과두의 활주 운동시 관절원판의 재위치 가능여부에 따

라 복원성 관절원판 변위와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로 나누어지나  하악의 운동제

한, 동통 등의 기능장애와 관절원판의 변위 정도, 방향과는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없으며(Schiffman, 1992), 관절원판변이를 하나의 해부학적 변이(Hellsing G, 

Holmlund A, 1985)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 이유에서 증상이 없는 관절음은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연구는 관절원판변위와 그에 따

른 골재형성(remodelling) 및 하악 수직길이  비대칭 유발여부를 평가해 보고 관

절원판 변위가 처음으로 발생된 연령이나  증상의 기간에 따라  그 정도가 심화

되는 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２１

이 연구에서는 하악의 수직길이 비대칭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치과진료 시 흔

한 빈도로 시행되는 파노라믹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였다. 비대칭을 평가하는 방사

선학적 방법에는 측방두개촬영법(lateral cephalogram), 파노라믹촬영법

(panoramic view), 후전방두개촬영법(postero-anterior projection)등이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술적인 발전으로 3차원 전산화단층촬영(Three-dimensional 

computerized approaches)등도 이용 가능하다. 이중 후전방두개촬영법은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필름과 방사선 광원과의 거리가 좌우측이 균일하므로  좌우측

의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과두 및 관절부분에 상의 중첩이 심하므로 파노

라마 촬영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촬영법은 1960년대에 소개된(Patero, 1961) 

이래 치과용 진단목적으로 매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촬영법의 가장 중요한 장

점은 악궁(dental arch)과 관련 구조물의 전반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줄뿐만 아

니라 전악 구내촬영에 비해 시간이나 방사선 피폭량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이다

(Langland, 1989). 뿐만아니라 전체 하악 및 양측의 과두를 하나의 필름상에 포함

한다는 면에서 측두하악관절의 일반적인 형태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좌우측 비교

가 가능하다.(Duker, 1992)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촬영법의  

유용성과 재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이 촬영법의 재현가능성에 대해서는 Larheim등(1986)이 9개의 하악의 수직 및 수

평 변수들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촬영 여건 하에서 2번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이 

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수직길이 및 각도에 있어서는 재현가능성이 

있었으나 수평길이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상의 왜곡은 수직, 

수평방향으로 모두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수평방향의 왜곡은 대상의 깊이에 따

른 확대율의 차이에 의해 계측치로는 별의미가 없으나 수직거리나 각도의 평가는 

촬영시 두부의 위치가 적절히만 유지된다면 받아들일만한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Turp등(1996)은 두개골 상에서 직접 측정한 계측치

를 기준으로 하여 파노라믹 촬영상에서 계측한 수치와 비교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Kjellberg등(1994)은 두개골상의 실측치를 기준으로 기기의 종류

와 머리의 위치 변화에 따른 오류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머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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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기기의 차이에 따른 수치의 변화가 큼을 발견하고 

동일한 촬영장비를 사용한다면 재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좌우측 과두와 하악지의 길이 차이를 평가

하는 방법이 여러 선학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4가지 계측점과 4가

지 계측치를 사용하였는데 Habet등은 1988년 그의 연구에서 하악 과두와 하악지

에 접선을 긋고 하악 과두의 접점에서 하악 과두의 최상방점까지의 거리를 과두

경의 길이로, 하악 과두의 접점과 하악지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하악지의 길이로 

이용하였다. 그는 과두경에 접선을 긋기 위해 최후방점 (the most dorsal point)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측자간 오차가 크고 과두의 형태가 타원형일 경우는 비

교적 믿을만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의 왜곡이 심하다고 하였다.(Tronje, 1982)

로  Mattila등(1995)은 이를 보완한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incisura의 가장 낮은점

과 과두의 최상방점을 선택함으로써 계측점의 인지를 용이하게 하고 동일 계측자 

및 계측자간의 재현 반복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Sabin등(1995)은 하악지

의 접점 대신에 하악지와 하악체에 그은 접선의 교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측정방법간에 따른 오류요인을 최소화하기위하여 Mattila의 방법을 이용

하되 2가지의 계측점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첫째는하악지와 하악체에 각각 

그은 접선의 교점에서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점을 이은 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이

고, 둘째는 하악 과두의 최상방점에서 하악 제7번 대구치의 원심골의 최상방점을 

하악 후방부의 길이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사용은 하악체의 수직고경의 변

화를 최대한 잘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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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칭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대다수 유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으

며( Bezuur, 1987; Turp, 1996; Harbet, 1996) 이는 이환측에서 비이환측의 길이와

의 차이를 양측길이의 합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확대율과 각 개개인의 골격크기의 

차이에 의한 오차 요인을 줄여줄 수 있다. 

 

 

 

하악의 성장장애(growth disturbance) 및 비대칭에 관한 연구는 측두하악관

절에 이환되며 골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에서도 시행되었는데 특히 유

년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Odenrick & Larheim, 1982). 

Larheim등(1982)은 유년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2-17세의 연령분포를 

갖는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측두하악관절의 변화 및 두개안면 복합체의 성장 

변화 과정 등을 추적 관찰하였다. 유년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하악의 열성장, 혹은 

편측으로 이환된 경우 하악의 비대칭적 성장을 유발하였을 뿐만아니라 질환의 발

생연령이 어릴수록, 오랜 발병시간을 갖는 환자에서 더욱 심한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를 갖는 환자군과 대조군사이의 각 계측

치 중에서 하악체와 하악지에 각각 그은 접선의 교점에서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

점을 이은 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의 비대칭 지수와 하악 과두의 최상방점에서 하

악 제2대구치 원심면과 접하는 골의 최상방점에 그은 길이의 비대칭 지수만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43명의 측두하악장애환자를 다시 근

육 기원과 관절기원으로 분류하여 진단분류에 따른  좌 우측 비대칭을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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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육 기원일 때 더 큰 비대칭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비대칭은 과두경

의 차이에 의한 것이지 하악지의 길이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Bezuur(1988)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이에 반해 Dibbets등(1985)은 측두하악

관절원판변위를 갖는 환자군에서 하악지에서 수직 고경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

였다. 연구자에 따라 관절원판 변위와 관련하여 수직 고경 감소를 나타내는 부위

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어떠한 촬영법에서든지 실제로 존재할 수 있

는 비대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과 더불어 앞으로의 조직학적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측두하악관절원판 변위와 관련된 비대칭 외에도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인간에

게는  생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대칭(normal asymmetry)이다. Peck등(1991)

은 52명의 육안으로 비교시 양측성 안면대칭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비

록 임상적으로 감별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비대칭은 존재함을 관찰하고, 이러한 

normal asymmetry와 abnormal asymmetry와 구분되는 한계점은 명확히 구분될 

수는  없으며, 주로 임상가나 환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Woo등(1931)은 고대 이집트인의 두개골을 조사하여 우측 전두골(frontal), 측두골

(temporal), 두정골(parietal bone)등이 좌측보다  큰 두개골의 비대칭과 좌측 협

골(zygoma)과 상악(maxillar)이 우측보다 큰 상반되는 비대칭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안면부위의 비대칭은 뇌의 좌우측 성장의 비대칭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근대 인류를 대상으로한  Vig와 Hewitt(1975)등은 9세에서 

18세 사이의 63명의 정상(임상적으로 명확한 비대칭의 징후가 없는)어린이 측방

두개사진(Cephalogram)을 조사한바 두개 저와 하악은 좌측이 상악은 우측이 더 

큰 경향을 보고하고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써 보상성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Williamson과 Simmons등(1977)등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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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군을 다시 진단 분류에 따라 정복성 관절원판변위와 비정복성 관절원판변

위로 세분하여 대조군과 비교한 예에서는 하악체와 하악지에 각각 그은 접선의 

교점에서 양측 하악 과두 최상방점을 이은 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의 비대칭지수

에서는 대조군과 정복성관절원판 변위군간에 그리고 대조군과 비정복성관절원판

변위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정복성 관절원판변위군과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군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Rao(1990)의 자기공명영상

을 이용한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질환의 발현연령과 비대칭지수와의 연관성에서는 아쉽

게도 아무런 유의성있는 관련성이 관찰되지않았다. 이는 유년성 류마티스 관절염

을 대상으로한 Odenrick등(1982)의 연구나 Miller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1994년 Miller의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를 관절기원과 근육기원으로 나누고 각

각의 환자군에서 비대칭에 대한 나이의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관절기원의 환자군

에서는 나이에 따라 비대칭의 정도가 감소하는  역비례 관계가, 근육기원에서는 

일정연령(30.26세)까지는 비대칭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

냄을 보고하였다. 유년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시 관절원판

변위와는 다른 질환이지만 측두하악관절에 이환되는 하나의 질환으로써 발생연령

이 어릴수록 심한 비대칭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２６

 

 

 

 

하악 과두는 하악 성장의 중심점이다. 그러므로 하악 과두의 연골내 골화의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어떠한 유해인자도 비정상적인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러한 유해인자가 하악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다면 더욱더 치명적일 

것이다. 이는  소아의 하악 과두 골절(Lindahl, 1977)의 경우나 유년성 류마티스성 

관절염(Odenrick,  1982)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Schellhas등(1993)은 14세 미만

의 하악의 열성장 혹은 하악의 비대칭을 갖는 128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를 시행하였는데 이중 85%에서 적어도 편측으로 악관

절내장증에 이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악관절내장증 또한 하악의 성장에 변화 즉 

하악 열성장 혹은 비대칭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측두하

악관절장애의 동통과 기능장애가  소아환자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사실

을 고려해볼 때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아에 있어서의 유병율은  조사

자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Egermark-Eriksson의 1982년 그의 추적조사 연구

(Longitudinal study)에서 처음 조사 당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20%이었으며 이들이 미미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4년후 증상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의 치료의 필요성과 범위를 강조한다

고 할 수 있다. 치료의 시기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하악 과두의  골 개조 능

력의 변화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야야 할 것이다. 소아의 골절된 하악 과두의 골 

개조 양상에 관한 조(1995)등의 연구에서 11세 이하에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

되었으나 12-19세 사이에는 뚜렸하지 않음을 관찰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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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과두의 재형성이란 대개 골 조직의 생성 양과 흡수 양 사이의 우세 관

계에 따라 진행성 골재형성(progressive remodeling)과 퇴행성 골재형성

(regressive remodeling)등으로 분류하고 흡수 양이 우세한 경우를 후자라 하여 

이것이 주로 관절의 수직 고경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관절원판

변위의 초기에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늦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

직길이 변화에 맟추어 치열의 보상성 적응이 일어나지만 급격히 일어날 경우에는 

개교합등의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Schellhas, 1990) 위에서 설명한 

골 재형성이 하악의 성장이 완료된 성인에서도 약간의 안면비대칭을 유발하는 기

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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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에서 관절원판장애가 하악 과두의 수직길이 변화를 초래하고 이

것이 편측으로 관절원판변위가 발생할 경우 하악의 비대칭을 초래함을 알 수 있

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던 바 하악 과두의 성장이 왕성한 소아에서의 그 중요

성은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연령과 질환 발현 기간 등의 변수와의 

하악 비대칭 유발정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뚜렷이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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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가 하악 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편측으

로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가 있는 환자 32명, 비복원성 관절원판변위 환자 17명, 대

조군 27명을 대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하악 과두 및 하악 비대칭을 

평가하였으며,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의 발현 연령, 질환의 경과 시간이 하악 비대

칭에 미치는 정도를 조사 연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하악의 수직 고경과 하악 후방부 길이의 비대칭은 관절원판변위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나(p<0.05),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과 비복원성 관절원

판변위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관절원판 변위가 발생된 연령과 비대칭의 정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3. 관절원판 변위가 진행된 경과 기간은 복원성 관절원판변위군에서만 하악 과두

경의 길이와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관찰결과 측두하악관절원판변위 환자에서 하악 비대칭이 호발함을 알 

수 있었으나 관절원판 변위의 발생연령 및 경과기간과 하악 비대칭 사이의 연관

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위의 결과는 높은 유병율에도 불구하고 측두하악관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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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제한되는 질환이라는 기존의 생각 때문에 치료의 중요

성이 경시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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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ologic Study on Mandibular Asymmetry 

in Unilateral Temporomandibular Disorder 
 

 
 

Hyunjeong Min,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istant Professor, Yeongbok Song D.D.S, M.S, Ph.D.) 
 

 
 

 
 

Mandibular asymmetry, which is induced by size difference of both bony 
structures, malposition, soft tissue asymmetry, lead to esthetic and 
functional loss in stomatognathic system. The cause of mandibular 
asymmetry is various but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may be the cause of mandibular 
asymmetry. This suggestion is getting propriety by animal model study and 
comparative study. 
To find out about the effect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on 
mandibular asymmetry, this study evaluates vertical length asymmetry of 
condyle, ramus, mandible on panoramic radiograph and relations between 
symptom duration, onset age, and degree of mandibular asymmetry. 

 
Forty nine patients who had unilateral disc displacement and twenty seven 
controls were selected. Patient group were subdivided into two -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group and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Asymmetrical index of disc displacement group in mandibular height 
and mandibular posterior length i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p<0.05)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group and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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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relation between onset age at which disc displacement develop 
and degree of asymmetry were irrelevant. 
 
3.A weak relation between asymmetry index of condyle height and  
symptom duration, only in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group. 

From the above results, It can be suggested that mandibular asymmetry more 

often occurs in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patients than in non- TMD 

subjects. But definite relation between mandibular asymmetry  and onset age, 

symptom  duration were not found. This point will be further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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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Mandibular asymmetry,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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