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악 비 칭 성인의 삼차원 CT 상에서

측두하악  크기  치

    

연세 학교 학원
                          

치 의 학 과
         

김    범      



하악 비 칭 성인의 삼차원 CT 상에서

측두하악  크기  치

    

지도교수  허 종 기

이 논문을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월   일

            
연세 학교 학원

치 의 학 과

김    범      



김범 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연세 학교 학원

2011년  1월   일



4 

감사의 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련을 받은지 벌써 3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작에는 막연한 동경만으로 시작했던 아이가 서 

있었고, 지금 이자리에는 그 이유를 알아가는 청년이 서 있습니다. 

잊지 못할 3 년간의 발전은 많은 분들의 소중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련을 마치는 이 때에 석사라는 너무도 값진 

결실을 맺게 된 기쁨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석사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아낌없는 배려와 

세심한 지도를 해 주시고, 힘들었던 시기에는 격려를 통해 저를 이 

곳까지 이끌어 주신 허종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깊은 통찰력, 그리고 명쾌한 조언으로 심사를 맡아주신 

김형곤 교수님과 박광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고, 3 년동안 앞을 향해 같이 

뛰었던 동기 차용훈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기 병리과 전공의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도 힘들었던 시간을 인내하며 저를 지지해 준 아내 유수현과, 

지칠 때마다 해맑은 미소로 무한한 힘을 주었던 두 딸, 민령이, 

상명이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1 년 1 월 

저자씀 



i 

차  례 

 

 

국문요약 ··············································································v 

I. 서론 ················································································ 1 

II. 대상 및 방법 ····································································· 3 

1. 연구대상 ······································································ 3 

2. 연구방법 ······································································ 4 

가. 전산화 단층 촬영 ······················································ 4 

나. 삼차원 입체 영상 제작 ··············································· 5 

다. 계측점 설정 ····························································· 5 

라. 기준평면 설정 ·························································· 8 

마.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부피측정 방법 ························· 10 

바. 계측값 ··································································· 13 

사. 분석 방법 ······························································· 16 

(1)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크기 비교 ······························ 16 

(가)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부피값 비교 ······················ 16 

(나)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하악과두에 대한 부피비  

비교 ································································ 16 

(2)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기준평면에 대한 위치 비교 ······· 17 

(3)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시기와 양쪽 측두하악관절의 

부피에 따른 성장 차이 비교 ······································ 17 

아. 통계처리 ································································ 18 



ii 

III. 결과 ············································································· 19 

1.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크기 비교····································· 19 

가. 하악과두 부피, 하악와 부피, 관절공간 부피의 비교 ········· 19 

나. 하악과두 부피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및 관절공간의 

부피비 비교 ···························································· 20 

2.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기준평면에 대한 위치 비교 ·············· 21 

가. 기준평면에 대한 하악와의 거리와 하악과두의 거리 ········ 21 

나. 기준평면에서 하악과두의 양쪽 거리차이, 하악와의 거리 

차이 비교 ······························································· 22 

3.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시기와 양쪽 측두하악관절의 부조화 

비교 ··········································································· 23 

가.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 시기에 따른 하악와 부피, 

하악과두 부피, 관절공간 부피의 양쪽 비교 ··················· 23 

나.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시기에 따른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양쪽 부피비 비교 ········································ 24 

IV. 고찰 ············································································· 26 

V. 결론 ············································································· 32 

참고문헌 ············································································ 34 

영문요약 ············································································ 37 



iii 

그림 차례 

 

Fig 1. Measuring of ramal length (R and L) ······································ 4 

Fig 2. Crest of galli, Basion ···························································· 6 

Fig 3. Eminence R, Sig notch R ······················································· 7 

Fig 4. Eminence L, Sig notch L ······················································· 7 

Fig 5. Reference plane ··································································· 9 

Fig 6. Volume measurement of glenoid fossa and condyle ··············· 11 

Fig 7. Volume of glenoid fossa, joint space, and condyle ················· 12 

 

 



iv 

표 차례 

 

Table 1. 하악과두 크기에 따른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의 하악과두 

부피, 하악와 부피, 관절공간 부피의 양쪽 비교 ······················· 19 

Table 2. 하악과두의 크기를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 각각의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의 부피비 양쪽 값 비교 · 20 

Table 3-1. 정중시상평면(MSP)에 대한 하악와의 거리와  

하악과두의 거리 ··························································· 21 

Table 3-2. 기준가로평면(MAP)에 대한 하악와의 거리와  

하악과두의 거리 ··························································· 22 

Table 4. 기준평면에서 하악과두의 양쪽 거리차이, 하악와의 거리 차이의 

군간 비교 ······································································· 22 

Table 5. 하악와 크기에 따른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의 하악와 부피, 

하악과두 부피, 관절공간 부피의 양쪽 비교 ··························· 24 

Table 6.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시기에 따른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양쪽 부피비 비교 ····························································· 25 



v 

국문요약 

 

하악 비대칭 성인의 삼차원 CT 영상에서 측두하악관절 크기 및 위치 

 

연구목적: 측두하악관절장애는 측두하악관절의 성장과 안면비대칭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측두하악관절장애가 

하악와가 성장하는 동안 편측으로 발생한다면, 이환측 하악과두와 

하악와의 열성장으로 인해 하악 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측두하악관절의 성장이 종료된 후, 골관절염이나 원인불명의 과두 흡수 

등의 이유로 하악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한 삼차원 영상 분석을 통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와 

측두하악관절 성장 또는 안면비대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대상 및 방법: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 56 명의 성인을 하악 비대칭의 

정도에 따라 비대칭군(32 명)과 대조군(24 명)의 두 군으로 나누었다. 

비대칭군은 하악와 성장중에 측두하악관절장애가 발생한 군(16 명)과 

하악와의 성장이 종료된 후 측두하악관절장애가 발생한 군(16 명)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삼차원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쪽 

측두하악관절의 부피와 위치를 측정한 후, 이를 임상적 소견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양쪽 하악와의 부피는 비대칭군에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의 부피비는 비대칭군에서만 양 쪽 관절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는 

비대칭군에서만 양 쪽 사이에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하악와의 성장이 종료되기 전에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발생한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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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절의 하악와 부피에 대한 작은 관절의 하악와 부피비가 유의하게 더 

작았다(p<0.05). 

결론: 안면비대칭은 하악 과두뿐만 아니라 하악와의 크기와도 연관이 

있으며, 하악와의 성장 종료 전에 발생한 측두하악관절장애는 하악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장기에 발생한 

측두하악관절장애는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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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비대칭 성인의 삼차원 CT 영상에서 측두하악관절 크기 및 위치 

 

<지도교수 허 종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범 준 

 

 

 

I. 서론 

 

측두하악관절은 하악와, 하악과두, 관절원판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물이다. 이 구성물들간에 조화가 깨어지면 측두하악관절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인하여 구성물들의 부조화가 

발생하여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안면비대칭이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유발한 것인지 측두하악관절장애가 

안면비대칭을 유발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성장기에 악관절 내장증이 있는 경우 하악과두의 열성장으로 인해 

안면비대칭이 올 수 있으며(Schellhas et al., 1993) 성장이 끝난 경우에도 

하악과두의 퇴행성 골 재형성에 의해 안면비대칭이 유발될 수 있다 

(Schellhas et al., 1990). 

측두하악관절은 관절와와 관절돌기의 성장종료 시점이 다른 독특한 

관절이다. 하악와를 포함한 두개골의 성장은 하악과두를 포함한 하악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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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비하여 일찍 종료되므로(Björk, 1966) 성장기에 편측으로 

측두하악관절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환측에서 하악과두의 열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하악과두와 하악와의 크기 및 형태의 부조화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양쪽 하악과두와 하악와의 크기 차이 및 위치 

관계를 비교함으로서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이환시기 또는 성장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측두하악관절의 크기를 측정할 때,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얻은 평면에서 계측점 간의 거리만으로 그 크기를 측정하였지만 

(Flygare et al., 1997; Oberg et al., 1971; Rodrigues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으로 재구성한 부피값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악와와 하악과두의 부피와 위치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질병이나 수술로 인한 악관절 구조물의 변화 양상 및 

기능 회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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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7 년 1 월부터 2010 년 8 월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두부의 삼차원 컴퓨터단층 촬영을 시행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차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좌우 

하악지의 길이를 Habets 이 제안한 비대칭 방정식(|(R-L)|/(R+L) x 

100)에 적용했을 때(Habets et al., 1988)(Fig.1), 비대칭 지수가 3 이상인 

경우 하악 비대칭이 있는 비대칭군으로, 3 미만인 경우 정상 범주로 

간주하여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비대칭군 32 명(남자 

15 명, 여자 17 명)과 대조군 24 명(남자 13 명, 여자 11 명)으로 대상을 

분류하였다. 비대칭군의 평균 나이는 23.3 세(18-34 세)였다.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26.0 세(19-34 세)였다. 

  본 연구에서 배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18 세 미만의 소아와 35 세 이상의 성인. 

② 원인불명의 과두흡수증(Idiopathic condyle resorption), 진행성 

과두 흡수증(Progressive condyle resorption)으로 과두 흡수가 

심하거나 진행중인 환자. 

③ 편측과두의 과성장(Condylar hyperplasia)이나 과신장(Codylar 

elongation)을 보이는 환자 

④ 골연골종이나 활액막 연골종증 등의 측두하악관절의 종양이 

존재하는 환자. 

⑤ 구순구개열(Cleft lip and palate), 반안면왜소증(Hemifacial 

microsomia), 반안면거대증(Hemifacial hyperplasia) 기타  

안면기형증후군(Treacher collins syndrome 등)에 해당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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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ing of ramal length (R and L). 

Ramal length is between a and b point. 

a: intersection point of perpendicular line through the most superior condyle to the 

tangent of posterior ramal border. 

b: intersection point of the tangent of posterior ramal border and the tangent of 

inferior body boder. 

 

 

2. 연구방법 

 

가. 전산화 단층 촬영 

 

전산화단층 촬영기기(Somatom sensation 10, Siemens, Germany)를 

사용하여, 동일 촬영조건하(1mm 단면 두께, 7 초의 스캔 시간, 120kV, 

80mA/s)에서 재현성 있는 두부 위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앙와위 자세에서 

머리 받침대를 이용한 상태로 두부를 위치시켰으며 교합상태는 중심위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기의 기준 레이저 빔으로 

a 

b 

R L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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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기준선은 양쪽 눈꺼풀에 맞추고, 수직기준선은 비첨 양 눈썹사이로 

하여 촬영하였다. 

 

 

나. 3 차원 입체 영상 제작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얻은 의학영상전송규격(DICOM) 파일을 삼차원 

영상분석 프로그램(Simplant OMS® 13, Materialase, Belgium)을 이용하여 

삼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다. 계측점 설정 

 

ANS : 정중면에서 골격성 전비극의 끝 

Basion : 후두공 전연의 중간점으로 후두골 기저부 하연 경사의 후방 끝점 

Crest of Galli : 사골(Ethmoid bone)에 위치한 볏돌기(Crysta galli)의 

최상방점 

OrR : 우측 안구하방점 

OrL : 좌측 안구하방점 

PoR : 우측 이공의 상방점 

PoL : 좌측 이공의 상방점 

Po : PoR 과 PoL 의 중점 

CoR : 우측 과두 최상방점 

CoL : 좌측 과두 최상방점 

Medial pole ConR : 우측 과두의 최내측방점 

Lateral pole ConR : 우측 과두의 최외측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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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pole ConL : 좌측 과두의 최외측방점 

Medial pole ConL : 좌측 과두의 최내측방점 

Center of ConR : Lateral pole ConR 과 Medial pole ConR 의 중점 

Center of ConL : Lateral pole ConL 과 Medial pole ConL 의 중점 

Eminence R : 기준가로평면을 기준으로 우측 관절 융기 의 최하방점 

Eminence L : 기준가로평면을 기준으로 좌측 관절 융기의 최하방점 

Sig Notch R : 우측 ‘S’ 절흔의 최하방점 

Sig Notch L : 좌측 ‘S’ 절흔의 최하방점 

 

 

 

 

Fig 2. a. Crest of galli, b. Bas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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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Eminence R, b. Sig notch R 
Eminence R: the lowest point of right articular eminence 

Sig notch R: the lowest point of right sigmoid notch 

 

 

Fig 4. a. Eminence L, b. Sig notch L  
Eminence L: the lowest point of left articular eminence 

Sig notch L: the lowest point of left sigmoid notch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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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준평면 설정 

 

MSP : 정중시상평면(Midsagittal plane). Cg(Crest of galli), Ba(Basion), 

ANS 를 지나는 평면(Fig 4a, 5a) 

MAP : 기준가로평면(Midaxial plane), 양쪽 안화하방점(OrL,OrR)과 양쪽 

Porion 의 중점(Po)을 지나는 평면(Fig 4b, 5b) 

SRP : MAP 와 평행하고 Sig Notch R 을 지나는 평면(Fig 4c, 5c) 

SLP : MAP 와 평행하고 Sig Notch L 을 지나면 평면(Fig 4d,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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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ference plane (a: MSP, b: MAP, c: SRP, d: SLP) 

A a 

b 

c 

d 

B 

a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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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midsagittal plane, made by three points, Cg (Crest of galli), Ba (Basion), and 

ANS (Anteriornasal spine) 

MAP: midaxial plane, made by three points, bilateral OR (Infraorbitale) and center of 

Po (Porion) 

SRP: the plane passes to the lowest point of right sigmoid notch and is parallel to 

midaxial plane 

SLP: the plane passes to the lowest point of left sigmoid notch and is parallel to 

midaxial plane 

 

 

 

마.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부피측정 방법 

 

(1) 하악와(Vgf) 

  삼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한 안면골에서 하악골 부위를 제거한 후(Fig. 6 A, 

6B) 오목한 하악와는 그것에 해당하는 볼록한 형상의 부피를 만들어 

측정하였다. 

전방경계는 관절융기면의 최하방점을 이은 선으로 하였으며(Fig. 6C), 

외측 경계는 측두골의 최외방 하방점을 이은 선으로 하였고(Fig. 6D), 내측 

및 후방 경계는 측두골과 접형골로 하였다. 이중, 관절융기 최하방점 

(Eminence R, L)을 지나고 기준가로 평면(MAP)과 평행한 평면(Fig. 6E, 

6F) 상방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2) 관절공간(Vjs) 

관절공간은 하악와의 부피에서, 그것에 속해 있는 과두부분만 제거하여 

측정하였다(Fig. 6G, 6H). 

 

 (3) 하악과두(Vcon) 

  삼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한 하악골에서 ‘S’ 절흔을 지나고 기준가로평면과 

평행한 SRP, SLP 평면 상방에 해당하는 대상의 부피를 측정하였다(Fig. 7 

A,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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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olume measurement of glenoid fossa and condyle 
 

A 

H G 

F E 

D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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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eperation of mandible. 

C: Anterior border is the line composed of the lowest points of articular eminence. 

D: Lateral border is the line composed of lateral rim of articular eminence. 

E, F: The volume above plane passes to the lowest point of articular eminence and is 

parallel to midaxial plane was taken. 

G, H: The volume of joint space was calculated by removing of condyle portion.  

 

 

 

 

 

Fig 7. Volume of glenoid fossa (Vgf), joint space (Vjs), and condyle 

(Vcon) 

 

Vgf 

 

 

Vjs 

 

 

Vcon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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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측값 

 

Vcon: 개별 하악과두의 부피 

VconL: 좌측 하악과두의 부피  

VconR: 우측 하악과두의 부피 

VconMb: 양쪽 하악과두의 부피 중 큰 값 

VconMs: 양쪽 하악과두의 부피 중 작은 값 

Vcon-gfMb: 하악와의 부피가 큰 쪽의 하악과두 부피 

Vcon-gfMs: 하악와의 부피가 작은 쪽의 하악과두 부피 

 

Vgf: 개별 하악와의 부피 

VgfL: 좌측 하악와의 부피 

VgfR: 우측 하악와의 부피 

VgfMb: 양쪽 하악와의 부피중 큰 값 

VgfMs: 양쪽 하악와의 부피중 작은 값 

Vgf-conMb: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의 하악와 부피 

Vgf-conMs: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의 하악와 부피 

 

Vjs: 개별 관절공간의 부피 

VjsL: 좌측 관절공간의 부피 

VjsR: 우측 관절공간의 부피 

VjsMb: 양쪽 관절공간의 부피중 큰 값 

VjsMs: 양쪽관절공간의 부피중 작은 값 

Vjs-conMb: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의 관절공간 부피 

Vjs-conMs: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의 관절공간 부피 

Vjs-gfMb: 하악와의 부피가 큰 쪽의 관절공간 부피 

Vjs-gfMs: 하악와의 부피가 작은 쪽의 관절공간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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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f/Vcon-conMb: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에서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Vgf/Vcon-conMs: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에서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Vjs/Vcon-conMb: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에서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의 부피비 

Vjs/Vcon-conMs: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에서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의 부피비 

 

VgfMs/Mb: 양쪽 하악와의 부피중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나눈 값 

VconMs/Mb-Vgf: 하악와의 부피가 큰 쪽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가 작은 

쪽의 양쪽 하악과두 부피비 

VjsMs/Mb-Vgf: 하악와의 부피가 큰 쪽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가 작은 쪽의 

양쪽 관절공간의 부피비 

 

Glenoid fossa R to MSP: 우측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MSP 와의 거리 

Glenoid fossa L to MSP: 좌측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MSP 와의 거리 

Glenoid fossa R to MAP: 우측하악와의 최상방점과 MAP 와의 거리 

Glenoid fossa L to MAP: 좌측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MAP 와의 거리 

CoR distance to MSP: CoR 과 MSP 와의 거리 

CoL distance to MSP: CoL 과 MSP 와의 거리 

CoR distance to MAP: CoR 과 MAP 와의 거리 

CoL distance to MAP: CoL 과 MAP 와의 거리 

ConR distance to MSP: Center of ConR 과 MSP 와의 거리 

ConL distance to MSP: Center of ConL 과 MSP 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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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R distance to MAP: Center of ConR 과 MAP 와의 거리 

ConL distance to MAP: Center of ConL 과 MAP 와의 거리  

 

CO-MSP: 과두 최상방점에서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co-MSP: 과두 최상방점에서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CON-MSP: 과두 내외측 극의 중점에서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con-MSP: 과두 내외측 극의 중점에서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GF-MSP: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gf-MSP: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CO-MAP: 과두 최상방점에서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co-MAP: 과두 최상방점에서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CON-MAP: 과두 내외측 극의 중점에서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con-MAP: 과두 내외측 극의 중점에서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GF-MAP: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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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MAP: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GF to MSP|: 정중시상평면에서 양쪽 하악와의 거리차 (절대값) 

|GF to MAP|: 기준가로평면에서 양쪽 하악와의 거리차 (절대값) 

|Co to MSP|: 정중시상평면에서 양쪽 하악과두의 거리차 (절대값) 

|Co to MAP|: 기준가로평면에서 양쪽 하악과두의 거리차 (절대값) 

|Con to MSP|: 정중시상평면에서 양쪽 하악과두 내외측극 중점의 거리차 

(절대값) 

|Con to MAP|: 기준가로평면에서 양쪽 하악과두 내외측극 중점의 거리차 

(절대값) 

 

 

사. 분석 방법 

 

(1)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크기 비교 

하악과두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여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을 큰 관절로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을 작은 관절로 분류하였다. 

 

(가)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부피값 비교 

연구 대상 환자의 양쪽 하악와와 관절공간, 하악과두의 부피를 비대칭군과 

대조군 각 군에서 큰 관절과 작은 관절의 각 값을 군 내에서 비교하였다. 두 

군 사이에는 큰 관절과 작은 관절의 값을 각각 군 간 비교하였다. 

 

(나)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하악과두에 대한 부피비 비교 

하악과두의 부피에 따른 큰 관절과 작은 관절 각각의 하악과두 부피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Vgf/Vcon), 하악과두 부피에 대한 관절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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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비(Vjs/Vcon)를 구한 후 두 값을 각 군 내에서 비교하였고, 두 군에서 

큰 관절은 큰 관절끼리 작은 관절은 작은 관절끼리 군 간 비교하였다.  

 

(2)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기준평면에 대한 위치 비교 

  정중 시상평면과 기준 가로평면에 대한 양쪽 하악과두 최상방점의 

거리(Co-MSP, Co-MAP), 양쪽 하악와 최상방점의 거리(Gf-MSP, Gf-

MAP), 양쪽 하악과두 중점과의 거리(Con-MSP, Con-MAP) 각각을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을 큰 관절로 작은 쪽을 작은 관절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각 군에서 양쪽의 값 차이를 두 군간에 비교 분석하였다. 

  

(3)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시기와 양쪽 측두하악관절의 부피에 따른 

성장 차이 비교 

 

비대칭군을 대상으로 과거력을 문진하여 환자가 인지한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통증, 관절잡음)의 첫 발현 시기를 조사하였다.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처음 발현된 시기가 하악와를 포함하는 측두골의 성장이 완료되기 

전(남자는 17 세이전, 여자는 15 세 이전)에(Björk, 1966; Tanner et al., 

1966) 발현된 하위군(Youth TMJD group)과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된 

시기 이후에 발현되었거나 또는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없었거나 인지를 

못한 하위군(Adult group)으로 나누었다. 

측두하악관절 쟁애의 발생 시기 차이에 따른 관절의 부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절 구조물 중에서 먼저 성장이 완료되는 하악와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악와의 부피가 큰 쪽을 큰 관절로 작은 쪽을 작은 

관절로 재분류하였다. 재 분류한 두 군의 양쪽 하악와의 부피비 

(VgfMs/Mb), 측두하악관절 공간의 부피비(VjsMs/Mb-Vgf), 하악과두의 

부피비(VconMs/Mb-Vgf)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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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통계처리 

 

상기 항목 각각에 대하여 통계 분석 프로그램(SPSS® 17.0, IBM, USA) 

을 이용하여 비교값들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분석을 하였다.  

각 군내에서 양쪽 측두하악관절을 비교할 때,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는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 test)을 시행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비모수적 대응 표본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두 군간을 비교할 때,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는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 test)을 시행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비모수적 독립 2 표본 검정(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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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크기 비교 

 

가. 하악과두 부피, 하악와 부피, 관절공간 부피의 비교 

 

하악과두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로 분류하였을 때, 각 구조물 부피의 평균값은 비대칭군이 대조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하악과두의 부피, 하악와의 부피에서 비대칭군은 

양쪽 값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p<0.05), 대조군은 양쪽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절공간의 부피는 두 군 모두 양쪽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구조물의 부피를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끼리,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끼리 두 군간 비교하였을 때 하악과두의 

부피는 작은 쪽 값들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1). 

 
Table 1. 하악과두 크기에 따른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의 하악과두 부피, 

하악와 부피, 관절공간 부피의 양쪽 비교 

 비대칭군(n=32) 대조군(n=24) p value** 

Mean (mm3) ± SD p value* Mean (mm3) ± SD p value* 

VconMb 2221.2 ± 455.0 
0.000 

2300.0 ± 515.8 
0.000 

0.547 

VconMs 1438.3 ± 439.5 2138.8 ± 492.6 0.000 

Vgf-conMb 2340.5 ± 810.6 
0.048 

2062.2 ± 730.4 
0.165 

0.190 

Vgf-conMs 2109.1 ± 735.6 1974.8 ± 596.8 0.468 

Vjs-conMb 1689.9 ± 606.9 
0.320 

1490.5 ± 512.2 
0.324 

0.200 

Vjs-conMs 1607.1 ± 572.7 1446.8 ± 416.0 0.251 
 

VconMb: 양쪽 하악과두의 부피 중 큰 값 

VconMs: 양쪽 하악과두의 부피 중 작은 값 

Vgf-conMb: 하악과두가 큰 쪽의 하악와의 부피 

Vgf-conMs: 하악과두가 작은 쪽의 하악와의 부피 

Vjs-conMb: 하악과두가 큰 쪽의 관절공간의 부피 

Vjs-conMs: 하악과두가 작은 쪽의 관절공간의 부피 

*: 같은 군내에서 비교, paired t-test 

**: 두 군간의 비교, independent sample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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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악과두 부피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및 관절공간의 부피비 비교 

 

동측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동측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의 부피비를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과 작은 쪽으로 재구성하여 

비교하였을 때, 비대칭군에서는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 부피비는 양쪽간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며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의 비가 더 컸고(p<0.05), 대조군에서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을 비교했을 때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은 부피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05),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쪽은 두 군간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2. 하악과두의 크기를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 각각의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의 부피비 양쪽 값 비교 

 비대칭군(n=32) 대조군(n=24)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Vgf/Vcon-conMb 1.06 ± 0.32 0.000 0.89 ± 0.27 0.262 0.051 

Vgf/Vcon-conMs 1.51 ± 0.43 0.93 ± 0.23 0.000 

Vjs/Vcon-conMb 0.77 ± 0.26 0.000 0.65 ± 0.20 0.140 0.066 

Vjs/Vcon-conMs 1.17 ± 0.38 0.69 ± 0.18 0.000 

 

Vgf/Vcon-conMb: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의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Vgf/Vcon-conMs: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의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Vjs/Vcon-conMb: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의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의 부피비 

Vjs/Vcon-conMb: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의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의 부피비 

*: 같은 군 내 비교, paired t-test 

**: 두 군간의 비교, independent sample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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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두하악관절의 기준평면에 대한 위치 비교 
 

가. 기준평면에 대한 하악와의 거리와 하악과두의 거리 

 

비대칭군과 대조군 각각에서 양쪽 하악과두와 정중시상평면과의 거리, 

기준가로평면과의 거리, 양쪽 하악와에서 정중시상평면과의 거리, 

기준가로평면과의 거리를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과 작은 쪽으로 

재구성하여 비교하였을 때,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 사이의 양쪽 

거리, 하악과두 중점에서 기준시상평면 사이의 양쪽 거리는 비대칭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준평면에서의 거리를 두 군간 비교하였을 때, 하악과두 최상방점과 

기준시상평면간의 거리, 하악과두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 

하악과두의 중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는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에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3-1,2). 

 
Table 3-1. 정중시상평면(MSP)에 대한 하악와의 거리와 하악과두의 거리 

 
비대칭군(n=32) 대조군(n=24) 

p value** 
Mean(mm)± SD p value* Mean(mm)± SD p value* 

CO–MSP 51.26 ± 2.84 
0.562 

52.17 ± 2.82 
0.164 

0.238 

co–MSP 50.98 ± 3.25 52.91 ± 3.68 0.042 

CON–MSP 53.31 ± 2.59 
0.001 

53.19 ± 3.31 
0.828 

0.885 

con–MSP 51.85 ± 3.10 53.09 ± 3.64 0.169 

GF-MSP 51.32 ± 2.57 
0.210 

51.43 ± 2.93 
0.158 

0.881 

gf-MSP 50.84 ± 3.07 52.18 ± 3.23 0.120 
 

CO-MSP: 과두 최상방점에서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co-MSP: 과두 최상방점에서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CON-MSP: 과두 내외측 극의 중점에서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con-MSP: 과두 내외측 극의 중점에서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GF-MSP: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gf-MSP: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 같은 군내에서 큰값과 작은값의 비교(Paired T test) 

**: 두군간의 비교(Independent-sample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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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기준가로평면(MAP)에 대한 하악와의 거리와 하악과두의 거리 

 비대칭군(n=32) 대조군(n=24) 
p value** 

Mean(mm)± SD p value* Mean(mm)± SD p value* 

CO-MAP 1.62 ± 1.29 
0.840 

2.37 ± 1.79 
0.432 

0.074 

co-MAP 1.57 ± 1.11 2.61 ± 1.49 0.004 

CON-MAP 6.79 ± 2.01 
0.894 

7.82 ± 2.81 
0.286 

0.115 

con-MAP 6.85 ± 2.08 8.34 ± 2.46 0.018 

GF-MAP 2.87 ± 1.71 
0.001 

1.99 ± 2.21 
0.877 

0.097 

gf-MAP 1.88 ± 1.41 1.96 ± 2.06 0.865 
 

CO-MAP: 과두 최상방점에서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co-MAP: 과두 최상방점에서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CON-MAP: 과두 내외측 극의 중점에서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con-MAP: 과두 내외측 극의 중점에서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GF-MAP: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 값 

gf-MAP: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중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 값 

*: 같은 군내에서 큰값과 작은값의 비교(Paired T test) 

**: 두군간의 비교(Independent-samples T test) 

 

 

나. 기준평면에서 하악과두의 양쪽 거리차이, 하악와의 거리 차이 비교 

 

기준 평면에서 하악과두와 하악와 계측점의 양쪽 거리 차이를 두 군간에 

비교했을 때, 기준가로평면에서 하악와의 최상방점의 거리는 비대칭군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더 컸으며(p<0.05), 그 외에는 두 군간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기준평면에서 하악과두의 양쪽 거리차이, 하악와의 거리 차이의 군간 비교  

 비대칭군(n=32) 대조군(n=24) p value 

Mean(mm) ± SD 

|GF to MSP| 1.65 ± 1.38 2.25 ± 1.26 0.103 

|GF to MAP| 1.43 ± 1.21 0.75 ± 0.59 0.008 

|Co to MSP| 2.09 ± 1.74 2.04 ± 1.60 0.921 

|Co to MAP| 1.16 ± 0.82 1.07 ± 1.00 0.712 

|Con to MSP| 2.19 ± 1.50 1.94 ± 1.08 0.486 

|Con to MAP| 1.94 ± 1.39 1.85 ± 1.45 0.805 
 

p value: Independent-sample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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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 to MSP|: 정중시상평면에서 양쪽 하악와의 거리차 (절대값) 

|GF to MAP|: 기준가로평면에서 양쪽 하악와의 거리차 (절대값) 

|Co to MSP|: 정중시상평면에서 양쪽 하악과두 최상방점의 거리차 (절대값) 

|Co to MAP|: 기준가로평면에서 양쪽 하악과두 최상방점의 거리차 (절대값) 

|Con to MSP|: 정중시상평면에서 양쪽 하악과두 내외측극 중점의 거리차 (절대값) 

|Con to MAP|: 기준가로평면에서 양쪽하악과두 내외측극 중점의 거리차 (절대값) 

 

 

3.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시기와 양쪽 측두하악관절의 

부조화 비교 

 

비대칭군 32 명중 하악와를 포함하는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되기 

전(남자는 17 세 이전, 여자는 15 세 이전)에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발현된 환자(Youth TMJD group)는 16 명(남자 9 명, 여자 7 명)으로, 평균 

나이는 22.1 세(18-34 세)였다.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된 후에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인지를 못했던 환자(Adult group)는 16 명(남자 6 명, 

여자 10 명)으로 평균 나이는 24.4 세(19-34 세)였다. 

 

 

가.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 시기에 따른 하악와 부피, 하악과두 부피, 

관절공간 부피의 양쪽 비교 

 

하악와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악와의 부피가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로 

분류하여 재구성하였을 때, 하악와의 부피, 관절공간의 부피는 두 군 모두 

양쪽 값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으나(p<0.05), 하악과두의 부피는 

양쪽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쪽 하악와 부피의 평균값은 

Youth TMJD group 이 Adult group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양쪽 

하악과두의 평균값은 두 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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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를 하악와의 부피가 큰 쪽끼리, 하악와의 부피가 작은 쪽끼리 두 군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Table 5. 하악와 크기에 따른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의 하악와 부피, 하악과두 

부피, 관절공간 부피의 양쪽 비교 

 Youth TMJD group (n=16) Adult group (n=16) p value** 

Mean (mm3) ± SD p value* Mean (mm3) ± SD p value* 

VgfMb 2599.6 ± 969.0 0.000 2346.7 ± 457.1 0.000 0.429 

VgfMs 1938.1 ± 888.2 2014.8 ± 544.2 0.451 

Vcon-gfMb 2057.1 ± 651.8 0.063 1933.1 ± 399.5 0.121 0.429 

Vcon-gfMs 1710.1 ± 499.8 1618.7 ± 719.3 0.366 

Vjs-gfMb 1853.5 ± 716.6 0.003 1758.6 ± 344.3 0.001 0.940 

Vjs-gfMs 1467.3 ± 739.3 1514.5 ± 394.5 0.366 
 

Youth TMJD group: 측두골 성장완료 전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군 

Adult group: 측두골 성장완료 후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군 

VgfMb: 양쪽 하악와의 부피 중 큰 값 

VgfMs: 양쪽 하악와의 부피 중 작은 값 

Vcon-gfMb: 하악와가 큰 쪽의 하악과두의 부피 

Vcon-gfMs: 하악와가 작은 쪽의 하악과두의 부피 

Vjs-gfMb: 하악와가 큰 쪽의 관절공간의 부피 

Vjs-gfMs: 하악와가 작은 쪽의 관절공간의 부피 

*: 같은 군내에서 비교, Wilcoxon signed ranked test 

**: 두 군간의 비교, Mann-Whitney U test 

 

 

나.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시기에 따른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양쪽 

부피비 비교 

 

 각 하위군에서 양쪽의 하악과두, 하악와, 측두하악관절의 부피비를 

비교한 결과, 양쪽 하악와의 부피비(VgfMs/Mb)에서 두 군간의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하악와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악와의 부피가 큰 

쪽과 작은 쪽으로 정렬하였을 때, 양쪽 하악과두의 부피비(VconMs/Mb-

Vgf)와 양쪽 관절공간(VjsMs/Mb-Vgf)의 부피비에서는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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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시기에 따른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양쪽 

부피비 비교 

 Youth TMJD group (n=16) Adult group (n=16) p value 

Mean ± SD 

VgfMs/Mb 0.75 ± 0.15 0.86 ± 0.13 0.029 

VconMs/Mb-Vgf 0.91 ± 0.37 0.91 ± 0.53 0.429 

VjsMs/Mb-Vgf 0.79 ± 0.19 0.86 ± 0.12 0.214 
 

p value: Mann-Whitney U test 

Youth TMJD group: 측두골 성장완료 전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군 

Adult group: 측두골 성장완료 후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군 

VgfMs/Mb : 양쪽 하악와의 부피중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나눈 값 

VconMs/Mb-Vgf : 양쪽 하악과두의 부피중 하악와의 부피가 작은 쪽 값을 큰 쪽 값으로 

나눈 값 

VjsMs/Mb-Vgf : 양쪽 측두하악관절공간의 부피중 하악와의 부피가 작은 쪽 값을 큰 쪽 

값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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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하악과두는 하악골 경부 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양은 내외측으로 

길고 전후로 짧은 타원형의 형태이다. 하악와는 측두골에 속해 있으며 

하악과두와 마찬가지로 내외측으로 길고 전후로 짧은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Carlsson and Oberg, 1974). 측두하악구조물의 형태 및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사체에서 직접 측정(Oberg et al., 1971)할수 있으나 

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하여 하악과두와 하악와의 크기를 더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Raustia and Pyhtinen, 1990). 

기존의 연구들은 대상에 대해 이차원적인 계측을 시행함으로서 구조물의 

크기의 평균값이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지만, 이차원 분석에서 

얻은 정보는 삼차원 대상을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저자 등은 

거리와 폭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부피값을 측정함으로서 측두하악관절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측두하악관절 구조물 부피값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안면비대칭과 연관된 구조물의 크기를 부피값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구조물의 부피를 측정할 때, 피질골이나 해면골 등의 

다른 골질로 인한 부피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물성을 지닌 물체로 

간주하고 측정하였다. 

삼차원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측점과 기준평면이 필요하다. 

계측점과 기준평면의 요건은 이 것을 쉽게 재현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적용했을 때, 유효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차원 분석에 대한 기준평면에 

대한 연구 중 저자 등이 선택한 평면은 전 등(Jeon et al., 2007)이 제안한 

Cg-ANS-Ba 평면과 OrR-OrL-Po 평면이었다. 절대적인 기준평면을 

기대하기 보다는 재현도 높은 기준평면과 재현도가 높은 계측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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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Kim et 

al., 2008). 

본 연구에서 35 세 이상의 고령 성인을 배제한 이유는 성장이 종료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관절의 형태와 관절면에 변화가 발생하며 

(Oberg et al., 1971), 이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측정치의 극단값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인불명의 

과두흡수증, 진행성 과두흡수증, 골연골종, 활액막 골연골종의 병적인 

상태를 보이는 환자나 기타안면기형 증후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측두하악관절 구조물들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정렬할 때, 단순히 큰 

값과 작은 값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조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하였다. 단순히 각 계측 값의 크기로만 정렬을 할 경우, 

측두하악관절 구조물간의 종속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안면비대칭의 좌우 

값 비교분석에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방향성에 대한 의미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피와 위치에 대하여 비교를 할 때는 안면비대칭의 

기준이었던 하악지의 길이와 가장 연관성이 큰 값인 하악과두의 부피를 

기준으로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로 분류하였고, 비대칭군 내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 이환시기에 따른 측두하악 구조물들간의 관계를 비교할 

때는 성장을 고려해야 했으므로,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을 이루는 구조물 

중에서 먼저 성장이 끝나는 측두골과 연관성이 큰 하악와의 부피를 

기준으로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로 분류하였다. 

미미한 안면비대칭은 정상인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며 이는 

두개안면부를 구성하는 골의 크기에서의 정상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좌우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약간의 비대칭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정상인에 있어서도 두부의 양쪽 구조물 사이에 어느 정도 비대칭이 

존재하며 이것을 ‘정상적 비대칭(Underlying asymmetry)’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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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zer and Kronman, 1967; Vig and Hewitt, 1975). 안면비대칭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좌우 차이를 ‘정상적 비대칭 범주’ 로 규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안면비대칭에 대한 연구는 비대칭의 

경향성을 다루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안면비대칭의 기준에 대한 

삼차원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차원 평면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안면비대칭군 과 대조군을 구분하였다(Habets et al., 

1988). 

본 연구에서 측두하악관절을 구성하는 하악과두와 하악와, 관절공간의 

부피는 좌우의 값을 비교하였을 때, 부피값과 부피비 모두 비대칭군에서 

유의성있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즉, 

안면비대칭이 있는 경우, 양쪽 하악과두, 양쪽 하악와, 양쪽 관절공간의 

부피값이 부조화를 보이며, 하악과두와 하악와의 부피비, 관절공간과 

하악와의 부피비가 부조화를 보인다. 안면 비대칭이 없는 경우는 양쪽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부피값과 부피비가 모두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준평면에 대한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위치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대조군은 양쪽간 거리가 대칭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 하악과두의 중점과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는 대조군에서는 양쪽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비대칭군에서는 

양쪽간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p<0.05). 즉, 하악와의 수직적인 위치와 

하악과두 중점의 수평적 위치는 안면비대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악과두의 부피가 큰 쪽과 작은쪽으로 전체 구조물들을 구분하여 

재구성했을 때, 하악과두 최상방점과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 하악과두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 하악과두 중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는 하악과두가 작은쪽에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p<0.05). 즉, 

하악과두 최상방점의 수직적 수평적 위치, 하악과두 중점의 수직적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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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비대칭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하악과두가 더 작은 쪽에서 현저한 

것으로 사료된다. 

측두하악관절은 다른 관절과는 달리 관절돌기와 관절와의 성장 종료 

시점에 차이가 있는 독특한 관절이다. 측두골의 성장과정에서 하악와는 

처음에는 편평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절융기가 성장함에 따라 오목한 

와를 이루게 된다. 하악와는 전방으로 이동을 하며 성장하고(Yamauchi, 

1974), 관절융기는 태생 2 년만에 50%의 수직적인 성장이 완료되며 

(Nickel et al., 1988), 하악와는 태생 6 개월동안 수평적 위치 설정이 50% 

완료된다(Dibbets and Dijkman, 1997). 

하악와의 크기와 형태가 먼저 결정이 되고, 하악과두는 하악와의 크기를 

따라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McNamara, 1973). 또한 하악와의 형태는 

하악골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Kantomaa, 1988).  이는 이른 

성장기에 안면비대칭이 발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심각한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어떤 방해 요인이 안면골성장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면 비정상적인 

성장이 발생하며, 이것이 편측에서 현저한 경우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Sarnat, 1979). 측두하악관절을 구성하는 구조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악관절내장증을 포함한 측두하악관절장애다.  

평면방사선 사진과 자기공명영상을 재료로 한 이전 연구들에서, 악관절 

내장증이 있는 경우 동측 하악과두의 열성장으로 인해 비대칭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보고되었다(Schellhas et al., 1990; Schellhas et al., 

1993). 이를 근거로 하악와와 하악과두의 성장에서 관절원판의 위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Buranastidporn et al., 2006; Inui 

et al., 1999; Sülün et al., 2001). 

만약 측두하악관절장애가 하악와의 성장종료 전에, 즉 하악와의 

성장중에 편측으로 발생하였다면, 편측 하악와의 열성장으로 인해,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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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와의 크기가 부조화를 이루며, 그로 인해 안면비대칭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악골의 성장이 하악와에 영향을 받으므로 

안면비대칭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또, 측두하악관절장애가 하악와의 

성장종료 시점 이후에 편측으로 발생하였다면, 양쪽 하악와의 성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며, 편측 하악과두의 열성장으로 인해, 양쪽 

하악과두의 크기가 부조화를 이루며, 그로 인해 안면비대칭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즉, 양쪽 하악와의 부피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되기 전에 측두하악관절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양쪽 

하악와의 부피비는 유사하지만 양쪽 하악과두의 부피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측두골의 성장이 완료된 후에 측두하악관절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장 종료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완부의 방사선 사진이나 체중, 

신장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연구 대상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없었으며, 전체적인 신체의 성장 종료 시점이 아닌 세분화된 측두골의 성장 

종료 시점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문헌을 참고로 하여(Björk, 1966; 

Tanner et al., 1966) 연구 대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성장 종료 시점을 

구분하였다. 성장을 설명한 이론 중, 두개골의 성장에서 봉합부위의 성장을 

주된 요소로 판단한 봉합부 주도설(Opperman, 2000; Sicher, 1947)을 

따라, 봉합부분의 폐쇄를 두개골의 성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을 때, 

하악와를 포함한 측두골의 성장은 하악과두를 포함한 하악골의 성장보다 

먼저 종료된다. 덴마크 남자의 경우, 17 세에 두개 봉합부의 성장이 

종료되며(Björk, 1966), 하악과두를 포함하는 하악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최대성장기 및 

성장 종료시기가 2 년정도 빠른 편이다(Tanner et al., 1966). 이를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측두골의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남자의 경우 봉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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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 완료되는 약 17 세로,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하여 더 일찍 성장이 

종료되므로 약 15 세로 간주하였다. 

안면비대칭이 있는 비대칭군을 의무기록 조사 및 병력청취를 통하여 

환자의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 시기을 측두골의 성장종료 시점(남자는 

17 세, 여자는 15 세)을 기준으로(Björk, 1966; Opperman, 2000; Sicher, 

1947) 측두골 성장완료 전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군(Youth TMJD group, 

n=16)과 측두골 성장완료 후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군(Adult group, 

n=16)으로 분류하였으며, 두 군간에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부피비를 

비교하였을 때, 측두하악관절장애 발현시점이 이른 환자들에서 양쪽 

하악와의 부피비는 유의성있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즉, 비대칭군에서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은 하악와의 성장 부조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안면비대칭의 양상을 파악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발현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른 시기 

측두하악관절장애에 이환된 경우, 시기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안면비대칭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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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성인 환자중 하악비대칭이 있는 비대칭군 

32 명과 정상범주의 대칭을 보이는 대조군 24 명을 대상으로 삼차원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쪽 하악과두와 하악와 그리고 측두하악관절 

공간의 부피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값은 부피 비교분석 및 위치 분석의 

경우 하악과두의 부피를 기준으로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로 

분류하였으며, 하악비대칭이 있는 환자의 측두하악관절장애 이환시기와 

양쪽 관절의 부피를 비교할 때는 하악와의 부피를 기준으로 큰 쪽 관절과 

작은 쪽 관절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값과 하악과두 부피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 비율, 하악과두 부피에 대한 관절공간 부피의 비율을 각 군 내에서 

비교하고, 두 군 사이의 값을 비교한 후 이를 환자의 임상 소견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부피 분석 

 

가. 하악과두의 부피는 두 군 모두 양 쪽 관절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지만, 하악와의 부피는 비대칭군에서만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관절공간의 부피는 두 군 모두에서 양쪽 관절의 유의성 

있는 부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안면비대칭 환자는 하악과두 뿐만 

아니라 하악와의 비대칭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하악과두에 대한 하악와의 부피비, 하악과두에 대한 관절공간 부피비는 

비대칭군에서만 양 쪽 관절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두 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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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는 하악과두의 부피가 작은 쪽의 부피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따라서 관절 구조물 사이의 부조화는 비대칭군의 작은 쪽 

관절에서 가장 현저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측두하악관절 구조물의 위치 분석 

 

기준평면에서 양 쪽 관절 부위 계측점간의 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하악와의 최상방점과 기준가로평면간의 거리, 하악과두의 중점과 

정중시상평면간의 거리는 비대칭군에서만 양 쪽 사이에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p<0.05). 즉, 안면비대칭은 하악과두 중점의 수평적 위치뿐만 

아니라 두개골 영역인 하악와의 수직적인 위치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비대칭군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 발현시기와 양쪽 

측두하악관절의 부조화 비교 

 

비대칭군에서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되기 전에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발생한 군과,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된 후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없었던 군을 비교하였을 때,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되기 전에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이 발생한 군에서 

큰 관절의 하악와 부피에 대한 작은 관절의 하악와 부피비가 유의하게 더 

작았다(p<0.05). 즉, 측두골의 성장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측두하악관절장애 증상은 하악와의 성장 부조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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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ze and position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using three 
dimensional CT images of adult mandibular asymmetries 

 
Bum Joon Kim,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Ki Huh, D.D.S., M.S.D., Ph.D.) 

 

 Purpose: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TMJD) is known to be 

closely related to TMJ growth and facial asymmetry. If TMJD developed 

unilaterally while the glenoid fossa was growing, it might cause mandibular 

asymmetry by growth discrepancies such as hypoplasia of the glenoid 

fossa of the affected side. Mandibular asymmetry also occurred after 

completing TMJ growth by other causes such as osteoarthritis or 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TMJD and TMJ growth, and between TMJD and facial asymmetry 

using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computed tomography imaging. 

Material and Methods: Fifty-six adult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Asymmetry group (32 patients) and the Control group (24 

patients), based on the degree of mandibular asymmetry. The Asymmetry 

group was divided into additional two groups again, the Youth TMJD group 

(16 patients) and Adult group (16 patients) according to the point of time 

that TMJD had been recognized by the patient. Volumes and positions of 

both TMJ components were measured using a three-dimensional image 

analysis program and measurement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clinical findings.  

Results: Volumetric size of the glenoid fossa of the Asymmetry group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TMJs of mandible (p<0.05).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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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olumetric ratios of the condyle head and the joint space against glenoid 

fossa between both TMJs are significant only in the Asymmetric group 

(p<0.05). Difference in distances of the most upper point of glenoid fossa 

from the reference horizontal plane of both TMJs is significant only in the 

Asymmetric group (p<0.05). In the Asymmetric group, volumetric ratio of 

the smaller glenoid fossa against the opposite bigger one is significant 

lower in the Youth TMJD group as opposed to the Adult group (p<0.05).  

 Conclusion: Facial asymmetry is related to the size of the glenoid fossa 

as well as the condylar process. The size of the glenoid fossa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TMJD initiated before growth termination. Conclusively, 

TMJD occurring in youth might cause facial asymmetry. 

 

 

 

 

 

 

 

 

 

 

 

 

 

 

 

 

Key Words : Facial asymmetry,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Three-

dimensional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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