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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측두하악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를  

동반한 부정교합 환자에서의 측모 골격 특성 

 

측두하악관절장애와 하안면 구조의 부조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측두하악관절장애에 의해서 안면의 부조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반대로 안면의 부조화가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

지 않다.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의 안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연관

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두개안면골격 구조와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연관성을 알

아보기 위해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에서의 계측값들을 설정하여 측두하악관절

장애의 증상의 여부에 따라 안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18세 이상의 교정치료 전 성인 남

녀 111명으로 대상으로,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상을 가지는 이들을 실험군(56

명),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상이 없는 이들을 대조군(55명)으로 설정한 후, 전

후방적 골격 관계를 나타내는 ANB 차이에 따라 Class I (평균 : 2.89˚)·

Class II (평균 : 6.32˚)·Class III (평균 : -2.02˚)으로 분류하여 두개안면

구조의 계측항목들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lass I, Class II, Class III 의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짧은 하악지

를 나타냈다(Class I (p<0.001), Class II (p< 0.01), Class III (p< 

0.01)). 

2. Class I 에서–Mandible plane to SN (p<0.01), Gonial angle (p< 

0.01), Class II 에서는 Gonial angle (p<0.05)이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상악 전치가 더욱 설측 경사된 양상을 보였다(Class I - 

U1 to SN (p< 0.01), Class II - U1 to SN (p< 0.01)). 

3. Class II (p<0.01), Class III (p<0.01)의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Effective mandibular length 가 짧았으나, Class I 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4. Class III 에서는 Anterior cranial base / Mandibular length가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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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성 있게(p<0.01) 큰 값을 나타냈으며, Occlusal plane 이 더

욱 급한 경사를 보였다(Occlusal plane to SN(p<0.01), Occlusal plane 

to Mandibular plane(p<0.01)). 

 

이상의 결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실험군은 각 군에 따라 hyper- 

divergent 한 안모와 설측 경사된 상악 전치, Occlusal plane 의 급한 경사를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측두하악관절장애는 하안면의 구조과 깊은 연관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환자의 교정 치료 시 환자의 특성을 

임상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 중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측두하악관절장애,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 안면 구조,  

안모, 하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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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를  

동반한 부정교합 환자의 측모 골격 특성 

 
(지도 : 황 충 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석 주 
 

I. 서 론 

 

측두하악장애는 측두하악관절, 저작근, 치아 교합, 근신경계로 구성되는 저작계

에서 발생하는 많은 임상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구강악안면 질환이

다. 이러한 측두하악장애의 주된 증상은 악관절 및 저작근 통증, 악관절 잡음, 하

악 운동의 제한 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두통, 주변 근육의 통증 등이 나타나

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질환의 진행이 심해짐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단독으로 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측두하악장애는 크게 측두

하악관절장애와 측두하악근육장애로 나뉜다.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약 80%를 차

지하고 있는 악관절 내장증은 위의 증상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Paesani 등, 199 

2).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절의 구조적 요인을 알아내려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자기공명영상(Mag- 

netic Resonance Imaging)를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측두하악관

절의 형상 및 관절 원판을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산화 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이다.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주로 관절강 내

의 관절과 관절 원판의 상호 위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 있어서 모든 교정 치료환자의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을 촬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정치료 환자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촬

영하는 방사선 사진들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와 두개안면구조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 증요할 것이다. 

교정환자에 있어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Panoramic X-ray), 측모두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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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방사선사진(Lateral cephalogram)등을 촬영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측모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은 표준화된 촬영에 의해 두개안면구조를 정량화할 수 있

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은 두개안면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선학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로써,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 있어서 

하악과 상악의 길이가 정상군에 비해 짧다는 보고(John, Brand 등. 1995)가 

있었는가 하면, 하악지의 수직적 높이(vertical ramus height)와 하악의 길이

가 측두하악관절장애와 큰 연관이 있다는 보고(Nebbe. 등 1999)도 있었다.  

또한 급격한 상악 전치의 각도는 측두하악관절장애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한 여러 연구들(Ramfjord. (1966), Stringert. 등(1986))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수직적 골격 패턴(vertical skeletal pattern) 및 하악과 상악의 구

조는 측두하악관절장애와 크게 연관이 없으며, SNB 만이 연관이 있다는 보고

(Jose. 등 1998)도 있었다. 이외에도 Nickerson 과 Moystad (1982), 

Stringert 와 Worms (1986) 등도 두개안면골격 구조와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시행했다.  

이처럼 측두하악관절장애와 하안면 구조의 부조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

이 있어 왔으며, 안면의 부조화가 측두하악관절에 의해서인지는 아직 명확하

지 않다.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의 안모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연

관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여러 연구들에서 Class II 환자와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Class III 환자에 있어서

의 측모두부방사선학적 특성에 관한 보고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

에 본 연구는 전후방적 골격 관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ANB 를 기준으로 

의한 분류인 Class I, Class II, Class III 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 분석에서 사용되는 계측값들 중에서 측두하악관절

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값들을 중심으로 각 부정교합 별로 측두하악관절장애

가 있는 환자와 측두하악관절장애가 없는 환자에서, 두개안면골의 위치 및 

구조적 관계, 교합평면과의 관계 등을 비교하여, 하안면부 골격구조와 측두하

악관절장애와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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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특이할 만한 전신질환이 없고

하악의 골격적 비대칭이 없으며, 구치부 치아 결손으로 인한 후방부 지지 

소실이 없는 18세 이상의 교정치료 전 성인 남녀 111 명(남자 : 50 명, 여

자 : 61 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설정 

 (1) 실험대상자들의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유무를 살피기 위하여 다음의 

임상 검사를 시행하였다. 

(가)Joint sound : 양손의 검지로 측두하악관절을 촉지하여 환자로 하여금               

           개폐운동을 반복하게 하여 관절음 여부를 감지한다.  

(나)Joint pain : ①  개폐구 운동시 통증을 검사한다.  

           ②  양 손의 검지로의 촉진에 의한 관절 통증 유무를 검사 

한다. 

(다)Limited joint movement : 개폐구 운동시 40mm 이상의 개구가 가능 

한지를 관찰한다. 또한 측방 및 전방 운동시 edge to edge 

이상의 운동 범위로의 기능이 가능한지를 관찰한다. 

(2) 위의 항목에 따른 측두하악관절의 검사 후, 양측 측두하악관절에서 세 

가지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사항이 있는 환자군를 실험군으로, 

한 가지도 해당사항이 없는 환자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으며, 편측 측

두하악관절에만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실험군의 환자들은 모두 1 년 이상의 증상을 가졌던 과거력이 있었으며 

(평균 : 4.78 년), 대조군의 환자들은 과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Age of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unit : yrs) 

Group Male Female Total 

Control 23.19±4.90 23.52±5.63 23.37±5.26 

Experiment 23.14±4.04 23.63±5.15 23.1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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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장애의 임상적 검사를 통해 나눈 실험군(56명)과 대조군

(55명)을 ANB에 따라, 그 값이 1.0˚초과 5.0˚미만인 환자(평균 : 2.89 )̊

는 Class I(37 명), 5.0˚이상인 환자(평균 : 6.32˚ )는 Class II (39 명), 

1.0˚이하인 환자(평균 : -2.02˚ )는 Class III (35 명)로 분류하였다

(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control(Con.) and experimental(Exp.) group 

  Cl I Cl II Cl III 

  Con. Exp. Con. Exp. Con. Exp. 

Male 9 8 8 9 8 8 

Female 8 12 13 9 9 10 

 

 

2. 연구방법 

 

가.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의 촬영 및 계측 

(1) 촬영방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설치되어있는 

Cranex3+® (Soredex 제품, Helsinki, Finland)를 사용하여 imaging 

plate 를 포함한 26 x 36 cm FCR 카세트에 F.F.D. 5feet, 관전류 10mA, 

관전압 70Kvp 의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2) 계측방법 

  (가) 촬영된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을 아세테이트지 위에 묘사한 뒤, 계

측점과 계측선을 표시하였다. 계측을 위한 계측점 및 기준선은 다음과 

같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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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ephalometric landmarks(points) for measurement 

 (B) Reference planes & lines for measurement 

 

(계측점) 

① N(nasion) : 시상면에서 전두비골 봉합의 최전방점 

② S(sella) : Sella turcica 의 중심 

③ A(subspinale) : 전비극과 Prosthion 사이의 상악의 최심점 

④ B(supramentale) : 정중시상면에서 하악골 정중봉합의 Infradentale 

와 Pogonion 사이의 최심점 

⑤ Go(gonion) : 하악지 후연선과 하악평면이 만나는 점 

⑥ Co(condylion) : 하악 과두의 최상방점 

⑦ Gn(gnathion) : Sella 에서 Facial line 과 Mandibular plane 의 교차 

점을 지나는 선이 Pogonion 과 Menton 사이에서 만 

나는 점 

⑧ Pog(pogonion) : 정중면에서 턱의 최전방점  

⑨ Me(menton) : 하악골 정중봉합의 최하방점 

⑩ U1(upper incisal tip) : 상악 중절치의 절단연 

⑪ L1(lower incisal tip) : 하악 중절치의 절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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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U1R(upper incisal root apex) : 상악 중절치의 치근첨 

⑬ L1R(lower incasal root apex) : 하악 중절치의 치근첨 

⑭ U6(upper molar mesiobuccal cusp tip : 상악 제 1 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정 

⑮ U6(upper molar mesiobuccal cusp tip : 상악 제 1 대구치의 근심  

협측 교두정 

 (기준선) 

① SN plane : Sella 와 Nasion 을 연결한 선 

② Occlusal plane : U1, L1 의 중점과 U6, L6 의 중점을 연결한 선 

③ Mandibular plane : 하악지의 최하방점과 Menton 을 연결한 선  

④ N-A line : Nasion 과 point-A 를 연결한 선 

⑤ N-B line : Nasion 과 point-B 를 연결한 선 

⑥ N-Pog line : Nasion 과 Pogonion 을 연결한 선 

⑦ U1 line : U1 과 U1R 을 연결한 선 

⑧ L1 line : L1 과 L1R 을 연결한 선 

 

(나) 계측된 점과 선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적 골격관계, 수직적 골격관계, 치

아의 위치 및 하악 운동과 관련된 총 14 개(각도 : 9 개 항목, 길이 : 5 개 

항목)의 계측 항목을 설정하였다. 

 

(다) Graphite Digitizer KD 4030B 를 이용하여 Pentium III processor 

personal computer 에 각 계측점을 입력하였다. 또한 입력된 계측점을 

기준으로 Yonsei Cephalometric Analysis Program 를 이용하여 설정된 

계측항목을 계산하였으며, 설정된 계측 항목은 다음과 같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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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gular and linear measurements 

    (각도) 

① SNA (S-N-A) 

② SNB (S-N-B) 

③ ANB difference 

④ Mandibular plane to SN plane 

⑤ Occlusal plane to Mandibular plane 

⑥ Occlusal plane to SN plane angle  

⑦ IMPA 

⑧ U1 line to SN plane angle  

⑨ Gonial angle 

(길이) 

⑩ Mn. ramus height (Go-Ar)  

⑪ Mn. body length (Go-Me)  

⑫ Anterior cranial base 

⑬ Effective Mn. length (Co-Gn)  

⑭ Effective Mx. length (Co-Point A) 

⑮ Ant. cranial base / Mn. body length (S-N / G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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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처리 

 계측된 자료들은 SAS(Version 8.2 통계패키지)방식으로 다음 내용에 대해 

통계처리를 하였다. 

 

(1)  전후방적 골격관계에 따라 나뉘어진 Class I 의 실험군, 대조군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계측항목에 대하여 두 군간의 차이에 대

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two sample t-test 를 시행하였다. 

또한 남녀별 실험군, 대조군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2)  전후방적 골격관계에 따라 나뉘어진 Class II 의 실험군, 대조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계측항목에 대하여 두 군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two sample t-test 를 시행하였다. 

또한 남녀별 실험군, 대조군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  전후방적 골격관계에 따라 나뉘어진 Class III 의 실험군, 대조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계측항목에 대하여 두 군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two sample t-test 를 시행하였다. 

또한 남녀별 실험군, 대조군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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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계측항목 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정하였고, t-test 를 통해 실험군과 대

조군 간의 유의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1. Skeletal Class I  

Mn. to SN(p<0.01), Gonial angle(p<0.01)은 실험군이 큰 값을 나타냈

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U1 to SN(p< 

0.01), Ramus height(p<0.001)은 실험군이 유의성 있게 작은 값을 나타

냈다(Table 3). 

남녀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에서 남녀 모두, Class I 전체 실험군

과 대조군 간의 비교와 같은 계측 항목(Mn. to SN, Gonial angle, U1 to 

SN, Ramus height)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Gonial angle 

(p<0.01)과 U1 to SN(p<0.01)은 남자 환자에 있어서 더욱 뚜렷한 차이

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5). 

 

Table 3.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1.71 ± 2.58 82.50 ± 3.15  
SNB (˚) 79.00 ± 2.80 79.46 ± 3.42  
ANB (˚) 2.71 ± 0.95 3.04 ± 0.75  

Mn. to SN  (˚) 33.38 ± 7.11 36.66 ± 5.33 ** 
Occ. to Mn. (˚) 16.96 ± 4.18 18.94 ± 4.26  
Occ. to SN (˚) 16.42 ± 5.07 17.72 ± 4.25  

Gonial angle (˚) 117.52 ± 9.52 124.28 ± 5.71 ** 
U1 to SN (˚) 109.47 ± 9.04 99.31 ± 5.84 ** 

IMPA (˚) 94.34 ± 6.52 91.77 ± 6.21  
Ramus height (mm) 55.76 ± 5.97 44.80 ± 6.68 *** 

Mn. body length (mm) 80.89 ± 6.00 78.76 ± 4.89  
Eff. Mn. length (mm) 126.41 ± 5.89 125.02 ± 6.99  
Eff. Mx. length (mm) 90.76 ± 4.17 89.48 ± 5.34  

Ant.cra.base/Mn.length(%) 90.65 ± 4.50 89.84 ± 4.19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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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 male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0.51 ± 2.49 82.14 ± 4.82  
SNB (˚) 77.83 ± 2.70 79.06 ± 5.14  
ANB (˚) 2.68 ± 0.96 3.08 ± 0.77  

Mn. to SN  (˚) 33.10 ± 8.71 36.94 ± 7.50 ** 
Occ. to Mn. (˚) 16.87 ± 4.95 18.44 ± 4.61  
Occ. to SN (˚) 16.23 ± 6.34 18.50 ± 5.75  

Gonial angle (˚) 114.81 ± 9.28 124.26 ± 6.97 ** 
U1 to SN (˚) 109.1 ± 9.01 97.21 ± 6.60 ** 

IMPA (˚) 94.58 ± 6.14 90.33 ± 6.53  
Ramus height (mm) 57.86 ± 5.10 45.40 ± 6.37 *** 

Mn. body length (mm) 82.92 ± 6.89 78.15 ± 5.00  
Eff. Mn. length (mm) 127.56 ± 7.75 125.66 ± 7.98  
Eff. Mx. length (mm) 90.99 ± 4.45 89.46 ± 5.80  

Ant.cra.base/Mn.length(%) 88.52 ± 2.83 89.84 ± 4.19   

* : p<0.05, ** : p<0.01, *** : p<0.001 

Table 5.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 female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3.06 ± 2.05 82.73 ± 2.05  
SNB (˚) 80.31 ± 2.43 79.73 ± 1.79  
ANB (˚) 2.75 ± 1.00 3.01 ± 0.76  

Mn. to SN  (˚) 33.70 ± 5.35 36.47 ± 3.62 ** 
Occ. to Mn. (˚) 17.80 ± 3.45 19.28 ± 4.19  
Occ. to SN (˚) 16.63 ± 3.58 17.19 ± 3.07  

Gonial angle (˚) 120.56 ± 6.44 124.28 ± 5.03 * 
U1 to SN (˚) 109.88 ± 4.63 100.70 ± 5.09 * 

IMPA (˚) 94.06 ± 7.35 92.73 ± 6.08  
Ramus height (mm) 53.40 ± 6.31 44.40 ± 7.12 *** 

Mn. body length (mm) 78.60 ± 4.09 78.17 ± 4.99  
Eff. Mn. length (mm) 125.11 ± 2.56 124.58 ± 6.58  
Eff. Mx. length (mm) 90.50 ± 4.11 89.49 ± 5.27  

Ant.cra.base/Mn.length(%) 89.66 ± 3.32 90.08 ± 3.27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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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eletal Class II 

Gonial angle(p<0.05)은 실험군이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냈으며, U1 

to SN(p<0.01), Ramus height(p<0.01), Effective Mandibular length 

(p<0.01)는 실험군이 유의성 있게 작은 값을 나타냈다(Table 6). 

   남녀별 비교에서 남녀 모두, Class II 전체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에서

와 같은 계측 항목(Gonial angle, U1 to SN, Ramus height, Effective 

Mandibular length)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자 환자에 있

어서 U1 to SN(p<0.001), Effective Mandibular length (p<0.01)에서 더

욱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7, Table 8). 

 

Table 6.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I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3.19 ± 3.96 82.24 ± 3.01  
SNB (˚) 77.12 ± 4.61 75.62 ± 3.17  
ANB (˚) 6.07 ± 1.04 6.62 ± 1.19  

Mn. to SN  (˚) 39.81 ± 7.00 40.13 ± 6.53  
Occ. to Mn. (˚) 20.61 ± 6.86 22.14 ± 6.18  
Occ. to SN (˚) 19.20 ± 4.01 17.99 ± 5.02  

Gonial angle (˚) 120.01 ± 6.86 124.28 ± 5.71 * 
U1 to SN (˚) 107.70 ± 5.95 98.64 ± 6.36 ** 

IMPA (˚) 96.97 ± 7.55 96.92 ± 7.78  
Ramus height (mm) 51.69 ± 5.11 47.18 ± 4.21 ** 

Mn. body length (mm) 76.75 ± 5.30 75.13 ± 4.89  
Eff. Mn. length (mm) 123.57 ± 6.00 118.82 ± 4.38 ** 
Eff. Mx. length (mm) 90.30 ± 3.84 88.67 ± 6.00  

Ant.cra.base/Mn.length(%) 92.65 ± 5.20 93.84 ± 2.92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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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I male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3.16 ± 3.39 81.86 ± 3.64  
SNB (˚) 77.21 ± 3.78 75.40 ± 3.64  
ANB (˚) 5.95 ± 0.84 6.46 ± 1.13  

Mn. to SN  (˚) 40.50 ± 6.21 40.18 ± 8.30  
Occ. to Mn. (˚) 21.44 ± 6.48 24.33 ± 6.91  
Occ. to SN (˚) 19.06 ± 4.24 15.84 ± 5.64  

Gonial angle (˚) 120.44 ± 6.78 123.01 ± 6.95 * 
U1 to SN (˚) 106.24 ± 4.00 98.81 ± 7.04 ** 

IMPA (˚) 96.10 ± 7.65 97.89 ± 9.73  
Ramus height (mm) 52.34 ± 6.29 47.09 ± 3.97 ** 

Mn. body length (mm) 77.54 ± 5.30 76.47 ± 6.93  
Eff. Mn. length (mm) 125.10 ± 5.23 119.20 ± 4.96 * 
Eff. Mx. length (mm) 91.41 ± 2.80 88.56 ± 7.55  

Ant.cra.base/Mn.length(%) 92.61 ± 6.21 90.13 ± 3.09   

* : p<0.05, ** : p<0.01, *** : p<0.001 

Table 8.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I female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3.20 ± 4.41 82.63 ± 2.38  
SNB (˚) 77.06 ± 5.20 75.84 ± 2.83  
ANB (˚) 6.14 ± 1.17 6.79 ± 1.29  

Mn. to SN  (˚) 39.38 ± 7.66 40.08 ± 4.64  
Occ. to Mn. (˚) 20.10 ± 7.30 19.94 ± 4.76  
Occ. to SN (˚) 19.28 ± 4.03 20.13 ± 3.36  

Gonial angle (˚) 122.52 ± 8.32 126.93 ± 5.12 * 
U1 to SN (˚) 108.50 ± 6.89 98.48 ± 6.02 *** 

IMPA (˚) 97.50 ± 7.75 95.94 ± 5.65  
Ramus height (mm) 51.28 ± 4.28 47.28 ± 4.67 ** 

Mn. body length (mm) 77.48 ± 6.33 77.09 ± 3.78  
Eff. Mn. length (mm) 122.62 ± 6.44 118.43 ± 3.99 ** 
Eff. Mx. length (mm) 89.62 ± 4.32 88.78 ± 4.42  

Ant.cra.base/Mn.length(%) 93.11 ± 2.13 92.27 ± 5.21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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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keletal Class III  

Occ. to SN(p<0.05), Ant. cra. base / Mn. length(p<0.01)는 실험군이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냈으며, Occ. to Mn.(p<0.05), Ramus height 

(p<0.01), Mandibular body length(p<0.05), Effective Mandibular 

length(p<0.01)는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작은 값을 나타냈다(Table 9).  

남녀별 비교에서 남녀 모두, Class III 전체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에

서와 같은 계측 항목(Occ. to Mn., Ant. cra. base / Mn. length, Occ. to 

Mn., Ramus height, Mandibular body length, Effective mandibular 

length)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Mandibular body length 는 

남자(p<0.01)에서, Ant. cra. base / Mn. length는 여자(p<0.01)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0, Table 11). 

 

Table 9.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II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1.48 ± 4.36 80.56 ± 3.59  
SNB (˚) 83.15 ± 4,92 82.92 ± 4.43  
ANB (˚) -1.66 ± 3.89 -2.36 ± 2.77  

Mn. to SN  (˚) 35.18 ± 9.35 35.33 ± 7.33  
Occ. to Mn. (˚) 19.71 ± 5,95 17.10 ± 4.48 * 
Occ. to SN (˚) 15.47 ± 4.71 18.23 ± 5.93 ** 

Gonial angle (˚) 124.11 ± 8.32 124.17 ± 6.86  
U1 to SN (˚) 112.10 ± 6.11 111.47 ± 6.63  

IMPA (˚) 83.55 ± 7.30 83.04 ± 9.02  
Ramus height (mm) 55.78 ± 6.25 50.80 ± 5.46 ** 

Mn. body length (mm) 86.09 ± 5.19 83.04 ± 3.73 * 
Eff. Mn. length (mm) 134.88 ± 9.88 130.88 ± 9.99 * 
Eff. Mx. length (mm) 89.49 ± 2.03 87.49 ± 5.73  

Ant.cra.base/Mn.length(%) 85.49 ± 4.23 88.30 ± 3.56 **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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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II male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2.66 ± 5.10 80.36 ± 2.11  
SNB (˚) 86.11 ± 3.23 83.31 ± 3.83  
ANB (˚) -3.45 ± 4.59 -2.95 ± 3.00  

Mn. to SN  (˚) 30.74 ± 7.76 33.61 ± 6.92  
Occ. to Mn. (˚) 15.98 ± 4.84 15.09 ± 4.00 * 
Occ. to SN (˚) 14.76 ± 4.58 18.53 ± 6.50 * 

Gonial angle (˚) 122.73 ± 9.49 124.54 ± 6.05  
U1 to SN (˚) 108.84 ± 4.49 109.63 ± 7.19  

IMPA (˚) 82.83 ± 6.14 81.48 ± 9.81  
Ramus height (mm) 60.01 ± 5.84 53.10 ± 5.62 ** 

Mn. body length (mm) 90.34 ± 3.32 82.63 ± 3.81 *** 
Eff. Mn. length (mm) 142.43 ± 7.45 133.94 ± 9.05 ** 
Eff. Mx. length (mm) 94.84 ± 6.55 89.95 ± 7.54  

Ant.cra.base/Mn.length(%) 84.42 ± 5.51 87.19 ± 2.54 * 

* : p<0.05, ** : p<0.01, *** : p<0.001 

Table 11. Measurements of the control &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lass III female samples 

  Control Experiment   

Measurement Mean ± SD Mean ± SD p-value 

SNA (˚) 80.43 ± 3.55 80.72 ± 4.56  
SNB (˚) 80.51 ± 4.77 82.60 ± 5.05  
ANB (˚) -1.10 ± 2.40 -1.18 ± 2.65  

Mn. to SN  (˚) 39.12 ± 9.22 36.70 ± 7.72  
Occ. to Mn. (˚) 23.02 ± 4.89 18.71 ± 4.35 * 
Occ. to SN (˚) 16.10 ± 7.99 18.99 ± 5.78 * 

Gonial angle (˚) 125.33 ± 9.71 123.88 ± 7.75  
U1 to SN (˚) 115.00 ± 6.08 112.95 ± 6.12  

IMPA (˚) 84.19 ± 8.52 84.29 ± 8.44  
Ramus height (mm) 52.02 ± 3.80 48.96 ± 4.82 ** 

Mn. body length (mm) 87.32 ± 3.21 83.38 ± 3,84 ** 
Eff. Mn. length (mm) 128.18 ± 6.87 128.03 ± 8.43  
Eff. Mx. length (mm) 84.74 ± 5.00 86.74 ± 3.41  

Ant.cra.base/Mn.length(%) 86.46 ± 2.34 89.29 ± 2.19 ** 

* : p<0.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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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두개안면질환 중의 하나인 측두하악관절장애는, 교정 치료의 방향 및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측두

하악관절장애는, 측두하악관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해부학적인 복잡성뿐만 

아니라 근신경학적인 연관성으로 생리적, 병리적인 양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

든다. 

 측두하악관절장애가 두개안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하악의 비대칭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기

도 하였다. 성장기에 측두하악관절원판의 변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이 있는 

경우, 이환측의 하악과두의 열성장으로 인한 안면비대칭이 초래될 수 있으며

(Schellhas 등, 1993), 이는 성장 중인 토끼에서 관절원판을 인위적으로 변

위시킨 경우 성장하면서 안면골의 비대칭이 유발된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가 있었다(Legrell 등, 1999. Hatala 둥, 1996. 고, 2000. 김, 2000). 

측모규격두부방사선사진을 통한 두개안면의 구조 연구로써 John 과 Brand 

(1995), Nebbe (1997, 1998, 1999, 2000), Jose (1998), Nickerson 과 

Moystad (1982), Stringert 와 Worms (1986)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 동

안의 여러 연구들에서 Class II 환자와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골격적으로 비대칭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에서 얻어질 수 있는 환자의 두개

안면구조, 하안면구조의 계측값과 측두하악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의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유발과 연관된 

두개안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후방적 골격관계에 따른 Class I, Class II, Class III 각 군의 실험 결과, 

Skeletal Class I 에서는 Mn. to SN(p<0.01), Gonial angle(p<0.01)이 실험

군에서 큰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

한 U1 to SN(p<0.01), Ramus height (p<0.001)은 실험군이 유의성 있게 

작은 값을 나타냈다. 남녀별 비교에서 남녀 모두, Class I 전체 실험군, 대조

군 간의 비교와 같은 계측 항목(Mn. to SN, Gonial angle, U1 to SN, Ramus 

height)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Gonial angle 과 U1 to SN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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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환자에 있어서 더욱 뚜렷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Skeletal Class II 에서는 Gonial angle(p<0.05)이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냈으며, U1 to SN(p< 0.01), Ramus height (p<0.01), 

Effective mandibular length(p<0.01)는 실험군이 유의성 있게 작은 값을 

나타냈다. 남녀별 비교에서 남녀 모두, Class II 전체 실험군, 대조군 간의 비

교에서와 같은 계측 항목(Gonial angle, U1 to SN, Ramus height, Effective 

mandibular length)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자 환자에 있어

서 U1 to SN (p<0.001), Effective mandibular length (p<0.01)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Skeletal Class III 에서는 Occ. to SN.(p<0.05), Ant. cra. base / Mn. 

length (p<0.01)이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냈으며, Occ. to 

Mn.(p<0.05), Ramus height(p<0.01), Mandibular body length(p<0.05), 

Effective mandibular length(p<0.01)는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작은 값을 

나타냈다. 남녀별 비교에서 남녀 모두, Class III 전체 실험군, 대조군 간의 

비교에서와 같은 계측 항목(Occ. to SN., Ant. cra. base / Mn. length, Occ. 

to Mn., Ramus height, Mandibular body length, Effective mandibular 

length)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Mandibular body length 는 남

자(p<0.01)에서, Ant. cra. base / Mn. length 는 여자(p< 0.01)에서 더욱 뚜

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각 군의 결과를 살펴볼 때,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i Paolo(2000)등은 후안면 고경과 측두하악관절장애와의 밀접한 연관성

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Nebbe 등(1998)과 Gidarakou 등(2003)은 측

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군에서 짧은 하악지를 가졌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군에서 남녀 모두,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상이 있는 실험군

은 대조군에 비하여 짧은 하악지를 나타냈다. 

Iwasaki(1997) 등은 하악 과두에 가해지는 응력이 정상 하악관절 원판과 

손상된 관절 원판상에서 얼마나 완충이 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정상의 하악

관절원판을 가진 하악 과두에 가해지는 응력이 손상된 하악관절 원판에 가해

지는 응력보다 50% 이상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하악 과두 연골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하악 과두의 성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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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하악관절 원판의 변위가 하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이번 실험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실험군에서 짧은 하악지와 하악이 관찰되는 것은 하악과두 원판변위와 

하안모의 성장의 연관성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Class I 에서는 실험군에서 Mn. to SN 과 Gonial angle 이, Class II 에서는 

Gonial angle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더 큰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실

험군이 더욱 hyperdivergent 함을 나타낸다. 권(1992)은 전안면 고경에 대

한 후안면 고경의 비율에 따른 분류를 통해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이환율이 

hyperdivergent 한 안모를 가진 실험대상에서 높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Class I 에서는 Effective mandibular length 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은 반면, Class II, Class III 에서는 Effective mandibular length 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실험군의 Effective mandibular length 가 더욱 짧았다. 또

한 Class III 에서는 Mandibular length 의 값 역시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짧게 나타났으며, Ant. cra. base / Mn. length 가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큰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실험군에서의 짧은 하악의 길이에 대한 결과는 

Nebbe 등(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골격적인 요소 이외에, 하악의 전방 운동시 하악 관절의 운

동 이동경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악 치아의 치축이 Class I, Class II 의 실

험군에서 더욱 설측 경사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치성요소 또한 측두하악관

절장애의 이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

과는 Ramfjord(1966), Stringert 등(1986)이 Angle 씨 제 II 급 2 류 부정

교합의 양상에서 수평 피개가 크지 않고 심한 수직 피개를 보이는 경우, 만

성적인 하악 과두의 후방 전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들과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Class III 에서는 Occlusal plane 과 SN plane 이 이루는 각도(p<0. 

05), Mandibular plane 과 이루는 각도(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에서 Occlusal plane 은 SN plane 에 대해서는 대조군에 비해 더욱 급

하고 Mandibular plane 에 대해서는 더욱 완만한 양상은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상이 있는 군에서 수평면에 대하여 Occlusal 

plane 의 경사가 더 급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Occlusal plane 의 경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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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경사와 더불어 하악의 전방 운동시 하악 과두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Class I 과 Class II 의 경우 전방 운동시 전

방 유도의 요소로써 과두유도와 전치유도가 있지만, Class III 의 경우 반대교

합의 양상이 나타나므로 하악의 전방 운동시 전치유도에 의한 구치부 교합 

이개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대신에 구치부의 교두각(cusp inclination) 및 

교합평면이 하악 과두의 전방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더욱 

경사진 교합평면은 더욱 설측으로 경사되어진 상악 전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John 등(1995)은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 있어서 하악과 더불어 

상악의 길이가 정상군에 비해 짧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악의 

길이에 대한 두 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Jose 등(1998)은 측두하

악관절장애군과 정상군 간에 SNB 가 유일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동안의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

서는 전후방적인 골격 관계에 따른 세 군(Class I, Class II, Class III)에서의 

각각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살핌으로써, 두개안면의 구조적 특징을 좀 

더 구체적이며, 세분화하여 살필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이 2 차원적인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교정치료 시 통상적으로 촬영하게 되는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을 

통해서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유발과 연관된 두개안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통한 두개안면구조의 분석은 더 나

아가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의 교정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측 측두하악관절장애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바, 

앞으로 편측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 및 비대칭 환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성

장기 환자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와 측두하악관절장애가 안면구조에 영향을 

주는지, 안면구조가 측두하악관절장애 유발에 영향을 주는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여러 3 차원적인 진단 자료의 개발에 발 

맞추어 이를 통한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의 두개안면구조의 특성을 살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19

V. 결론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18 세 이상의 교정치

료 전 성인 남녀 111 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

상을 가지는 이들을 실험군(56 명),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상이 없는 이들을 

대조군(55 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자들의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을 촬영하고, 투사도를 작성

하여 전후방적 골격 관계를 나타내는 ANB 차이에 따라 분류한 Class I, 

Class II, Class III 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두개안면구조의 계측항목들의 

유의성 검정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5. Class I, Class II, Class III 의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짧은 하악

지를 나타냈다(Class I (p<0.001), Class II (p< 0.01), Class III (p< 

0.01)). 

6. Class I 에서–Mandible plane to SN (p<0.01), Gonial angle (p< 

0.01), Class II 에서는 Gonial angle (p<0.05)이 유의성 있는 결과

를 나타냈으며, 상악 전치가 더욱 설측 경사된 양상을 보였다(Class 

I - U1 to SN (p< 0.01), Class II - U1 to SN (p< 0.01)). 

7. Class II (p<0.01), Class III (p<0.01)의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Effective mandibular length 가 짧았으나, Class I 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8. Class III 에서는 Anterior cranial base / Mandibular length가 실험

군에서 유의성 있게(p<0.01) 큰 값을 나타냈으며, Occlusal plane 이 

더욱 급한 경사를 보였다(Occlusal plane to SN(p<0.01), Occlusal 

plane to Mandibular plane(p<0.01)). 

 

이상의 결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실험군은 각 군에 따라 hyper- 

divergent 한 안모와 설측 경사된 상악 전치, Occlusal plane 의 급한 경사를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측두하악관절장애는 하안면의 구조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측두하악관절장애를 가진 환자의 교정 치료시 환자의 특성

을 임상적으로 고려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치료 중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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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ral cephalometric characteristics of malocclusion patients 

with temporomadibular joint disorder symptoms 

 

Suk Joo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Ju Hwang)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and the lower face skeletal 

structures.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disharmony of facial skeletal 

structure is caused by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or temporo- 

mandibular joint disorder is caused by the disharmony of facial skeletal 

structure. Understanding the face profile of the patients with temporo- 

mandibular joint disorder symptoms is important in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and the 

craniofacial struc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aniofacial skeletal structure and the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by establishing measurements of lateral cephalogram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al profile of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Out of 111 male and female patients over 18 years old 

from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Dental Hospital, Yonsei University, 

patients showing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were 

chosen as the experimental group (56 patients), and patients without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were chosen as the control group (55 

patients). Lateral cephalogram was taken and traced to prov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craniofacial measurements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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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of Class I (mean : 2.89˚), 

Class II (mean : 6.32˚ ), Class III (mean : -2.02˚ ) patients which were 

grouped according to ANB difference.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study. 

 

1. The length of the mandible (Co-Me) and the mandibular ramus 

(Ar-Go) of male and female patients of all the Classes showing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were shorter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lass I (p<0.001), Class II (p< 0.01), and 

Class III (p< 0.01)). 

2. In Class I, Mandible plane to SN (p<0.01) and Gonial angle (p<0.01)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Class II, Gonial angle (p<0.05)) was 

different. And in both classes, the maxillary incisors were tilted 

more lingually.  (Class I - U1 to SN (p<0.01), Class II – U1 to SN 

(p< 0.01)). 

3. Experimental groups of Class II (p<0.01) and Class III (p<0.01) 

showed shorter effective mandibular length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s. However, patients grouped as Class I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4. The Anterior cranial base / Mandibular length of the Class III 

experimental group was larg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nd 

Class III experimental group showed steeper inclination of the 

occlusal plane compared to the Class III control group (Occlusal 

plane to SN plane (p<0.01), Occlusal plane to Mandibular plane 

(p<0.01)).  

 

From the above results, it can be summarized that each experimental 

group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had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yperdivergent facial profile, more lingually 

tilted maxillary incisors, and steeper occlusal plane. Ther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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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tructure of the lower face and the 

temporomandibular disorder. Therefore, when we start orthodontic 

treatment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the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linical aspect.  We should 

also be careful in planning orthodontic treatment and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Key words :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Lateral cephalogram, 

 Facial structure, Facial profile, Lower 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