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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하악과두흡수를 보이는 한국인 턱관절장애 환자의

미토콘드리아 DNA Haplogroup

본 연구는 환자의 적응 능력에 따라 하악과두흡수 골 변화에 있어 골파괴가

심한 환자가 있고 덜 심한 환자 등 변위가 커 이에 대한 환자의 적응성과 관련하

여 집단간 유전적 변이를 조사하고 이를 유전학적 통계분석에 의해 하악과두흡수

질환 발생과 관련된 미토콘드리아 DNA (mt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12개의 mtDNA haplogroup을 관찰할 수 있었고(haplogroup M, G, D4, D5,

M7, M8, M9, M10, A, N9, F, B) 그 중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이는 haplogroup

은 D4 group(27.9%)이었고, 다음으로 B haplogroup이 18.3%로 관찰되었다.

2. 하악과두흡수 환자 집단과 대조군 집단 비교시 F haplogroup에서 하악과두흡수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p=0.04599), 이는 F haplogroup에 속

한 군이 하악과두흡수가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 B haplogroup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지만 대조군 14.8%에 비해 18.3%

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haplogroup에서는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별한 mtDNA mutation/lineage는 한국인 하악과두흡수 환

자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즉, F haplogroup은 하악과두흡수 질환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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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더 많은 개체를 통하여 검증과 부가적인

genetic markers의 조사가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하악과두흡수, mitochondrial DNA, mtDNA haplo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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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과두흡수를 보이는 한국인 턱관절장애

환자의 미토콘드리아 DNA Haplogroup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허 종 기 교수)

배 진 성

I. 서 론

하악과두흡수(condylar resorption)는 하악과두용해(condylysis)라고도 하며 과두

형태변화와 크기감소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임상적인 증

상으로 교합과 골격의 불안정, 턱관절 기능이상, 통증을 호소하며 안면비대칭, 전

치부 개방교합, 하악후퇴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

았고 단지 국소적으로 외상, 종양, 교정치료, 악교정 수술 등과 전신적으로 류머티

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전신성 홍반성 낭창(systemic lupus

erythematosis), 스테로이드 복용 등이다. 그러나 특정 원인요소 없이 발생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1).

턱관절은 적응력이 뛰어난 신체 부위이므로 관절원판의 변위나 골관절염이 발

생하더라도 대부분은 자가 치유가 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다시 안정된

상태로 적응이 되어 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심한 과두 흡수나

특발성 과두 흡수(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와 같이 조절이 되지 않는 골변

화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전신적인 요인으로 호르몬 장애나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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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턱관절 질환은 개인에게 동일하게 발병하지는 않는다. 즉, 유전적 다양성으로 치

료반응과 질병의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턱관절 질환의 증상은 환자의 적응 능

력에 의해서 증가, 악화의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턱관절 질환

의 유전적 조절의 이해는 중요한 치료로 받아들여진다. 치료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적 성향을 정리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턱관절질환의 치료에 매우 중

요하고 가치가 있고 특히, 정확한 원인이 밝혀 지지 않았고 골격적인 변화를 초래

하는 하악과두흡수 환자의 경우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질환

이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유

전자의 유전적 다형성 간의 연구가 특히, 암을 중심으로 많은 진행이 보고되고 있

는2) 시점에서 높은 유병율을 나타내는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밝혀내고 관련요인

들을 파악하여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역학

연구 및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져야 하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인간의 몸안에 세포가 있는 것과 같이 진핵세포의 세포질에 위

치하는 작은 세포소기관이다. 주된 기능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사

람은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세포질과 세포소기관을 물려받는다. 이는 난자로부터

비롯되는데, 정자는 운동성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염색체 DNA만을 전달할

뿐이다. 그러므로 미토콘드리아 DNA (mtDNA)는 모계유전을 하며 인류는 공동

어머니에서 축적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mtDNA 동질다상에 의해 정의된

몇몇 mtDNA haplogroup들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haplogroup의 집합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mtDNA haplogroup 연구는 각종 복잡한 질병에 있는

mtDNA 변이의 역할을 알아보는데 이용된다. 1980년 대 후반부터 mtDNA의 점

돌연변이가 드문 질환들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이후,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들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적응 능력에 따라 하악과두흡수 골 변화에 있어 골

파괴가 심한 환자가 있고 덜 심한 환자 등 변위가 커 이에 대한 환자의 적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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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집단간 유전적 변이를 조사하고 이를 유전학적 통계분석에 의해 하악과

두흡수 질환 발생과 관련된 mtDNA haplogroup을 결정함으로써 현대 한국인 집

단 내에서 질환관련 집단 유전학적 정보로 활용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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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측두하악관절 장애를 주소로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턱

관절 클리닉에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파노라마방사선사진과 측두하악관절 단층촬

영(TMJ Tomography) 결과 하악과두의 형태적 변이 즉, 하악 과두부의 타원형

외곽이 불규칙적이거나 크기가 감소된 상태가 관찰된 환자 중 유전적으로 연관성

이 없고 유전자 치료를 받은 사람과 가계내 외국인이 있는 다문화 가정, 문맹 및

외국인을 제외한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는 20명(19.2%), 여자는 84명

(80.8%)이었고 평균연령은 32.8세 이었다(Table 1). 본 연구는 2006년 Lee 등4)에

의해 발표된 한국인 694명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허가(IRB#3-

2012-0032)를 받았고 Helsinki 선언에 따른다. 모든 참가자에게 개별 문서로 된 동

의서를 받았으며 IRB에 따라서 시행되었다.

Table 1.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study groups.

condylar resorption (n =104)

Sex

Men 20

Women 84

Mean±SD age (years) 3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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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DNA 시료

본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 동의를 구한 하악과두흡수 질

환 환자군 104명에 대하여 개별 소독 포장된 면봉을 이용하여 구강상피세포를 채

취하였으며 이들 세포로부터 QIAamp® DNA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지시하는 프로토콜 대로 DNA를 추출하고

Nanodrop으로 DNA 농도를 측정하였다.

나. 중합효소연쇄반응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의 총 부피는 10 μL로써 반

응에는 50∼100 pg의 주형 DNA와, 2.5 U의 AmpliTaq Gold® DNA polymeras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Gold ST*R 10× buffer (Promega,

Madison, WI, USA) 1.0 μL를 추가하였고, 중합효소연쇄반응의 Primer는 Lee 등5)

의 논문에서 제시한 동아시아인의 mtDNA haplogroup 분석 방법에 따라 설계된

primer로 수행 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열 순환은 PTC-200 DNA Engine

(MJ Research, Waltham, MA, USA)을 이용하여 95°C에서 11분간 변성시키고

94°C에서 20초, 60°C에서 1분, 72°C에서 30초의 조건으로 27∼28회 중합 반응 후

최종적으로 60°C에서 45분간 반응시킨 후 4°C에 보관 하였다.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 산물의 크기 측정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의한 증폭산물 1 μL와 내부크기표식자(internal size

standard)인 GeneScan™ 500 LIZ® Size Standard (Applied Biosystems) 0.2 μL를

혼합하여 탈이온화된 Formamide 10 μL와 혼합한 후 95°C에서 3분간 방치하여 변

성 시킨 후 얼음에서 최소 3분 이상 급냉 하였다. 자동염기서열분석기 ABI

PRISM 310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에서 형광 측정법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한 후 GeneMapper ID 3.2 software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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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하였다.

라. mtDNA Haplogroup 결정

이전에 보고된 Lee 등5)의 논문에 따라 mtDNA haplogroup을 결정하였다. 이 방

법은 동아시아인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mtDNA haplogroup을 지정하

는 암호영역(Coding region)의 단일염기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14개와 하나의 결손모티프(One deletion motif)를 동시에 M, G, D, D4, D5,

M7, M8, M9, M10, N, A, N9, R, F, 그리고 B haplogroup으로 신속하게 분석 할

수 있다.

Fig. 1. The mtDNA haplogroups in the East Asian mtDNA phylogenetic tree

that can be defined using the multiplex MS PCR system.

Please cite this article in press as: Lee HY et al. A one step multiplex PCR assay

for rapid screening of East Asian mtDNA haplogroups in forensic samples. Leg Med

(2012), http://dx.doi.org/10.1016/j.legalmed.2012.08.002

마. 하악과두의 관절면 변화 분류

방사선 사진상 하악과두의 형태적 변이 즉, 하악과두부의 타원형 외곽이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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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irregularity) 크기가 감소된 상태(diminished volume)가 관찰된 환자를 대

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하악과두의 파괴정도에 따라 Rohlin 등6)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Grade 0, normal condition.

Well-defined with convex cortical outline of the bony joint surfaces

Grade 1, slight abnormality.

Single, minor changes such as osteophytes, flattening and sclerosis;

this grade includes joints with findings interpreted as uncertain

Grade 2, definite early abnormality.

Definite minor changes such as erosion and cyst

Grade 3, moderate destructive abnormality.

Erosions and local change in form of either the mandibular or temporal

joint components, such as a V-shaped tubercle

Grade 4, severe destructive abnormality.

Extensive erosions of both the condyle and the temporal joint component

extending through the entire joint mediolaterally

Grade 5, mutilating abnormality.

Total erosion of the condyle with disappearance of articular surfaces or

ankylosis.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악과두의 골파괴가 일부분에 국한된 grade 1∼3을

mild(CR-mild)로, 골파괴가 하악과두 전체에서 나타난 경우로 후퇴성 개조

(regressive remodeling)나 특발성 과두흡수(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가 포함

된 grade 4, 5를 severe(CR-severe)로 나누어 골파괴 정도에 따라 haplogroup과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다. 진단학적 정확성을 위해 단층촬영술을 추가적으로 촬영하

였으며 2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파노라마 상과 단층촬영 상의 골변화 유무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검사자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의 검사자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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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골변화 유무를 평가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골파괴의 정도가 좌우가

다를 경우는 심한 쪽을 선택하였다(Table 2, Fig. 2, 3).

Table 2. A modified grading system for evaluation of condylar resorption based

on the degree of bony destruction of the mandibular condyle.

Grade Definition N

CR-mild
Erosions and local change in form of either the

mandibular or temporal joint components
20

CR-severe

Extensive erosions of both the condyle and the

temporal joint component extending through the entire

joint mediolaterally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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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mild stage of condylar resorption. Osteophyte, flattening and surface

erosion of the condyles are observed in 30-year-old woman. panoramic

radiograph and TMJ tom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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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severe stage of condylar resorption. Small size, short neck and

irregular surface of the condyles, reduced ramal height and antegonial

notch are observed in 16-year-old woman. panoramic radiograph and

TMJ tom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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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계분석

두 군간 각 haplogroup에 해당하는 비율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

교하였고, odds ratio과 95%신뢰구간은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p-value가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분석에는 SAS 통

계분석 프로그램(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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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가. 하악과두흡수 환자의 미토콘드리아 DNA Haplogroup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haplogroup 빈도를 보면 총 12개의 haplogroup으로 분류되

었고(haplogroup M, G, D4, D5, M7, M8, M9, M10, A, N9, F, B) 그 중 가장 높

은 빈도율을 보이는 haplogroup은 D4 group(27.9%)이었고 다음으로 B

haplogroup이 18.3%로 관찰되었다. 대조군과 비교시 haplogroup D, N, R등은 관

찰되지 않았다(Fig. 4, Table 3).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인 D4 haplogroup을 세분화하여 보았을 때(D4, D4a,

D4b, D4e, D4j) 다른 D4 subhaplogroup보다 D4 group(34.5%)이 가장 많이 관찰

되었다(Fig. 5, Table 4). 또한 남녀 성별에 의한 haplogroup을 비교 하였다(Table

5).

하악과두흡수 환자 집단과 대조군 집단 비교시 F haplogroup에서 하악과두흡수

환자에서 대조군 8.5%에 비해 2.9%로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났으며(OR 0.320;

95% CI 0.098-1.039; p=0.04599) F haplogroup에 속한 군이 승산비가 0.320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나 이는 F haplogroup에 속한 군이 하악과두흡수가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여, B haplogroup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

지만 대조군 14.8%에 비해 18.3%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haplogroup에서는 서

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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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tochondrial DNA haplogroup distribution in condylar resorption

patients and controls (CON) in a Korean population.

Fig. 5. Mitochondrial DNA D4 subhaplogroups distribution in condylar

resorption patients and controls (CON) in a Kore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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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ies and odds ratios (ORs) of mitochondrial DNA (mtDNA)

haplogroups in subjects with condylar resorption.

haplo-

group

Condylar Resorption (n=104) Control (n=694)

No. of samples

(%)
OR 95% CI P-value

No. of samples

(%)

M 1(1.0) 0.953 0.116-7.824 >0.9999 7(1.0)

G 10(9.6) 0.996 0.495-2.003 0.99003 67(9.7)

D 0(0.0) - - >0.9999 1(0.1)

D4 29(27.9) 1.041 0.657-1.649 0.86503 188(27.1)

D5 6(5.8) 1.087 0.447-2.643 0.85369 37(5.3)

M7 10(9.6) 1.261 0.621-2.561 0.52066 54(7.8)

M8 5(4.8) 1.012 0.386-2.653 >0.9999 33(4.8)

M9 1(1.0) 0.509 0.066-3.929 >0.9999 13(1.9)

M10 3(2.9) 1.688 0.468-6.086 0.42998 12(1.7)

N 0(0.0) - - 0.37590 11(1.6)

A 10(9.6) 1.104 0.547-2.230 0.78267 61(8.8)

N9 7(6.7) 1.017 0.446-2.316 0.96876 46(6.6)

R 0(0.0) - - >0.9999 2(0.2)

F 3(2.9) 0.320 0.098-1.039 0.04599* 59(8.5)

B 19(18.3) 1.283 0.748-2.200 0.36502 103(14.8)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Table 4. Mitochondrial DNA (mtDNA) D4 subhaplogroups in subjects with

condylar resorption.

haplogroup

Condylar Resorption

(n=29)

Control

(n=188) p-value

No. of samples(%) No. of samples(%)

D4 10 (34.5) 68 (36.2) 0.8601

D4a 3 (10.4) 40 (21.3) 0.1692

D4b 7 (24.1) 42 (22.3) 0.8294

D4e 4 (13.8) 18 (9.6) 0.4836

D4j 5 (17.2) 20 (10.6) 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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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mitochondrial DNA (mtDNA) haplogroups in men and

women.

haplogroups

Condylar Resorption (n=104)

No. of samples(%)

Men (n=20) Women (n=84)

M 0 (0.0) 1 (1.2)

G 1 (5.0) 9 (10.7)

D4 7 (35.0) 22 (26.2)

D5 3 (15.0) 3 (3.6)

M7 3 (15.0) 7 (8.3)

M8 1 (5.0) 4 (4.8)

M9 1 (5.0) 1 (1.2)

M10 0 (0.0) 3 (3.6)

A 0 (0.0) 10 (11.9)

N9 0 (0.0) 6 (7.1)

F 1 (5.0) 2 (2.4)

B 3 (15.0) 16 (19.0)

나. 하악과두흡수 환자의 골파괴 정도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DNA

Haplogroup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하악과두의 골파괴가 일부분에 국한된 grade 1∼3을 CR-mild로,

골파괴가 하악과두 전체에서 나타난 경우로 후퇴성 개조(regressive remodeling)나

특발성 과두흡수(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가 포함된 grade 4, 5를

CR-severe로 나누어 골파괴 정도에 따라 haplogroup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각 Haplogroup에서 CR-mild에 비해 CR-severe일 승산비 계산은 logistic

regression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골파괴 정도에 따른 두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

성을 보이는 haplogroup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6,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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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tochondrial DNA haplogroup distribution of CR-mild and CR-severe

patients in a Kore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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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cies and odds ratios (OR) of mitochondrial DNA (mtDNA)

haplogroups in subjects with condylar resorption based on the degree of

bony destruction of the mandibular condyle.

Haplo-

group

CR-mild(n=20)

No. of

samples(%)

CR-severe

(n=84)

No. of

samples(%)

OR(95% CI) P

M 0(0.0) 1(1.2) - >0.9999

G 1(5.0) 9(10.7) 0.439(0.052-3.678) 0.68265

D4 7(35.0) 22(26.2) 1.518(0.537-4.292) 0.42978

D5 1(5.0) 5(6.0) 0.832(0.092-7.540) >0.9999

M7 1(5.0) 9(10.7) 0.439(0.052-3.678) 0.68265

M8 2(10.0) 3(3.6) 3.000(0.467-19.284) 0.24467

M9 0(0.0) 1(1.2) - >0.9999

M10 0(0.0) 3(3.6) - >0.9999

N 0(0.0) 0(0.0) - NA

A 3(15.0) 7(8.3) 1.941(0.455-8.283) 0.40057

N9 2(10.0) 5(6.0) 1.756(0.315-9.783) 0.61731

R 0(0.0) 0(0.0) - NA

F 0(0.0) 3(3.6) - >0.9999

B 3(15.0) 16(19.0) 0.750(0.196-2.872) >0.9999

D 0(0.0) 0(0.0) - NA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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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턱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는 구강악안면영역에서 발생

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구강악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치성동통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로 측두하악관절과 저작근 및 주위 조직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통, 하악 운동범위의 감소나 관절잡음 등을 주요한 임상 특징으로 한

다. 지금까지 시행된 다수의 역학 연구들은 비록 진단기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표본인구의 평균 41%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턱관절장애와 관련

된 임상증상을 나타낼 만큼 TMD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7). 또한 최

근 한국인 턱관절장애 환자의 유병률과 진료 양태에 관한 2009년 논문에 의하면

TMD로 인해 병원을 찾는 평균 환자수는 전체인구의 0.15%이었으며, 3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더하여 지역별로 증가세가 차이가 난다고 하였

다8).

하악과두흡수는 하악과두용해라고도 하며 과두형태변화와 크기 감소가 점진적

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스테로이드 복용, 교정치료, 악교정

수술 후 일어나는 과두흡수(secondary condylar resorption)와 특별한 원인 없이

일어나는 특발성 과두흡수(primary condylar resorption)로 나눌 수 있다. 하악과

두흡수 대부분은 특별한 사건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원인과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정의 및 분류 또한 명확하지 않다.

하악과두 표면의 미약한 침식은 골관절염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다

시 회복될 수 있으나 환자 적응능력을 넘는 경우 과도한 흡수가 진행되어 골격

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능력을 넘는 과도한 하악과두의 흡수는 턱

관절 치료 중이나 치아교정 치료, 악교정 수술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과두흡수

초기에 교합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내원하여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 치료를

하는 중에 계속 과두흡수가 진행되어 개교합을 포함한 골격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술자나 환자 모두 매우 당황하게 된다. 하악과두흡수는 현재까지 정확한 기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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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현상으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교합변화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가는 하악과두흡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특

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환자를 진료할 때는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환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하악과두흡수의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 중에서 일반방사선사진촬영은 가장 기본

적이고도 중요한 검사이다. 그러나 병소의 방사선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 무기질 함량의 충분한 감소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인접한 해부학적 구조물과

의 중첩에 의해 모든 부분의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9).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일반방사선사진에서 골조직의 이상소견이 의심되거나, 정확한 병소위치를

추적하기위해 관찰하고자 하는 상층(image layer)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구조물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상층의 상을 더 선명하게 촬영하

는 단층촬영술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10). 즉, 일반방사선사진에서 위음성 소견이

분명히 존재하며, 여러 가지 임상소견과 일반방사선사진 소견을 종합하여, 단층촬

영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Dahlström과

Lindvall11)은 단층촬영에서 병적 소견이 좀 더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임상검사시

골성 병변이 의심되고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음성소견이 나타날 경우 단층촬

영이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하여 하악과두흡수는 임상적으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이 30-40대 이후, 퇴행성 관절

염이 60대 이후에 호발하는 것12)에 비해 하악과두 흡수는 주로 10-30대 여성에서

호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발연령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

지 못하고 있으나13,14) 이렇게 여성에게서 하악과두흡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 악관절 내장증, 염증 발현, 골관절염/골관절증과 같은 생리적 요인의 차이

와 심리적, 호르몬적, 유전학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측두하악관절 장

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관절 활액에서 여성 호르몬이 관찰되었고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사람의 측두하악관절 조직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등이 발견되고 특히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더 많은 농도로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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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고 있다15). 더하여 10-30대 여성들이 교정치료나 악교정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악과두의 흡수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턱관절 질환으로는 골

관절염(osteoarthritis), 퇴행성 관절 질환(degenerative joint disease), 무혈성 괴사

(avascular necrosis), 진행성 과두흡수, 특발성 과두흡수(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등이 있다16,17). 하악과두흡수와 관절원판 변위와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

이 많으며 하악과두의 변형은 관절원판변위때 일어나기 쉬우며 특히 비정복성 관

절원판변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8). Schellhas 등17)은 관절원판이 전방

변위될 경우 과두의 전상방이 편평해지는 형태변화를 겪지만 더 진행이 될 경우

는 골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 또는 퇴행성개조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Arnett 등19)

도 관절원판이 전방 변위될 경우 복원성인 경우는 과두형태 변화가 거의 일어나

지 않으나, 비복원성 전방변위의 경우는 과두의 전상방이 흡수된다고 하였다.

악교정수술 후 하악과두 흡수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대략 1-31%로 여겨진다

20). 하악과두의 열성장이나 흡수를 보이는 환자는 악교정 수술시 하악과두의 위치

재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악교정 수술 후 하악과두가 안정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하악과두가 하악와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접촉면에 가해지는 압

력이 보다 더 집중되어 과두흡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진행성 과두

흡수나 특발성 과두흡수의 경우 악교정 수술 후 하악과두의 흡수가 계속 진행될

경우 하악이 다시 후퇴하는 재발을 보이게 된다16).

악교정 수술은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악골의 구조와 위치를 변화시키는 술식이

므로 교합상태의 변화는 악골의 한 구조물이면서 하악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턱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악과두의 열성장이나 과두흡수 환자의 경우

에는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대부분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을 시행하게 된다. SSRO후에 하악의 재발 양상

은 원심 골편의 하방 이동으로 인한 하악지 길이의 증가와 원심 골편의 전방이동

으로 인한 하악골의 전체 길이 증가, 하악과두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과두의

골소주가 적은 전상방이 loading을 받는 위치로의 회전, 하악전방이동으로 설골상

근의 긴장으로 인해 하악의 후하방 회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1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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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하악과두흡수 질환 관련 요인에 대해 나이, 전신적 질환, 호르몬, 관절

원판 변위, 악교정 수술 등을 살펴보았고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그 외에 유전자

요인과 관련된 미토콘드리아 요인과 안면골격 요인을 더하여 하악과두흡수 요인

을 이해하였으며 첫째로 유전자 요인과 관련된 미토콘드리아와 관련하여 하악과

두흡수 질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고, 둘째로 안면골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미토콘드리아 요인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하악과두흡수 질환을 어떤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

이 변화하는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소위 “complex disease"에 포함하여 이해

하였다. 하악과두흡수 질환이라는 단일 질환을 상정하고 연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유전자-유전자 상호작용 또는 유전자-환경 상호 작용으로 질병을 이해함으로써

결국 가장 중요한 질병예방책을 발견하려는데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

제에서 유전자 환경 상호 작용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미토콘드리아 게놈을 그

중심에 두는 모델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이해하기 쉽고 질병의 예방법이 이해

되는 장점이 있다.

먼저 미토콘드리아와 산화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언급해 보면, 미토콘드리아

는 mtDNA를 가지고 있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필요한 13개의 단백질을 코딩하

는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ribosomal RNA, tRNA 유전자

를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 (mtDNA)는 특성상 전자전달계로부터 나오는

유리 라디칼에 노출되나, 히스톤 단백이 결여되기 때문에 쉽게 손상을 입고, DNA

손상에 대한 복구 능력이 거의 없어서 핵 DNA에 비해 변이율이 10∼20배 가량

높으며, 대부분이 coding reg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mtDNA의 이상은 곧 기

능의 이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유리 라디칼에 의한 mtDNA의 손

상은 가장 설득력 있는 노화의 기전으로 고려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생산과정의 부산물로 유리 라디칼을 생성하게 되고 생성

된 유리 라디칼에 의해 자신의 DNA에 손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손상은 미토콘드

리아에 과부하를 걸어 유리 라디칼을 더 많이 발생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23).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세포자멸사(apoptosis)조절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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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하므로 여러 종류의 약물 치료의 주된 목표가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

포 내 칼슙 농도 조절에 관여할 뿐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호흡 체인은 활성 산소

를 무력화 시킨다.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은 당뇨병, 심근병증, 불임,

실명, 신장/간 질환, 뇌졸증 등의 성인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미토콘드리

아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노화, 퇴행성 신경질환, 암 질환 등의 발병에 관여할 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다24). 그러나 이러한 제시는 개인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

의 점진적인 감소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하악과두흡수 질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mtDNA가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이유로 환경과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mtDNA가 지역에 따라 뚜렷한 변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Wallace

등25)은 전통적인 해석인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이 아닌 그 지역의 기후와 식량

등의 환경에 의해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된 결과로 설명한 바 있다. 미토콘

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식품에서 섭취한 열량을 이용하여 일

을 하기 위한 ATP와 체온 유지를 위한 열을 생산한다. 이 두가지 기능의 균형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ATP synthase에 의해 ATP를 생산하는 coupling의 효율

성에 의해 결정된다. ATP 생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변이는 열생성이 증가한다. 이

런 변이는 북극권 또는 아북극 지역에서의 생존에 유리하다. 미토콘드리아의 부분

적인 uncoupling은 개체의 기초대사율을 증가시키므로 고지방식이와 같은 고열량

식이를 필요로 하게 된다. mtDNA의 높은 변이율과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내 에너

지 대사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해 보면 mtDNA가 인류가 새로운 기후와 식

량 환경에 급속히 적응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체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mtDNA의 모계 유전 방식은 새로운 mtDNA대립 형질이 더 빨리 선택되게 한다.

특정 mtDNA 유전자형은 기능적 차이를 가지므로 특정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같은 변이가 다른 환경에서는 오히려 생존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전

에 그 지역에서 생존에 유리한 mtDNA 변이형이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

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받아들임에 따라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신

경퇴행성 질환등의 현대의 대사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mtDNA가

절약 유전자이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사성 증후군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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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Rego-Pérez 등26)은 knee osteoarthritis (OA)와 mtDNA haplogroup연구에서 J

haplogroup은 OA유발 요인으로서 음의 상관관계를, U haplogroup은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 두 그룹은 모두 N 그룹으로서 서아시아, 유럽, 인도,

아메리카에서만 발견되는 지역적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J

haplogroup과 미토콘드리아와의 연관성을 위 논문에서는 기후에 의해 ATP생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결국 과잉활성산소(ROS)의 생성 및 세포자멸사(apoptosis)가

감소되고 결국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로 OA의 발생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본 논문과 비교시 북방계 아시아인에서 흔한 D haplogroup, subhaplogroup

D4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반대로 남방

계 아시아인에서 흔한 F haplogroup에서 하악과두흡수가 적게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Kim 등27)은 한국인 중거리 운동선수(endurance/middle-power athletes)/단거리

운동선수(sprint/power athletes)의 haplogroup 비교 논문에서 한국인 중거리 운동

선수와의 연관성에서 haplogroup M, N9은 연관성이 있고 haplogroup B와는 음성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위 논문은 우수한 한국인 운동선수의 유전자 변형이 운

동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 논문으로 ATP 생성의 효율성과 haplogroup의 연

관성을 주장하였다.

특징적으로 중거리 운동선수와 B haplogroup과는 음성 연관성이 나타났는데 이

haplogroup은 COII gene과 Lysine tRNA gene영역이 9-bp deletion이고, 이는

16189 부위의 T-C mutation과 대부분 관련되는데 이부위는 ATP 생성과 세포호

흡을 조절하는 병인 즉, 제 2형 당뇨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B

haplogroup 이 본질적으로 mitochondrial OXPHOS system변형을 발전시키고 결

국 세포소기관의 ATP 생성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하악과두흡수 환자에서 B haplogroup이 높게 나타나 하악과두흡수 환자와 ATP

효율성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가지 특이적인 소견으로는 하악과두흡수 환자의 haplogroup에서 F가 유의성

있게 적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Feng 등28)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의 생성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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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 유전자로 연관하여 mtDNA haplogroup을 연

구한 결과 F haplogroup이 남부중국의 Bama Chuang 여성의 장수와 연관이 있음

을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F haplogroup이 해로운 특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예로서29,30) 남부중국과 Thai인구에서의 LHON(Leber's hereditary

optic neuropathy)에서 F haplogroup이 낮은 유병율을 나타냈고 Taiwanese에서

idiopathic sensorineural hearing loss유병율도 F haplogroup에서 낮았다고 하였다.

또한 F haplogroup의 mtSNP 중 13928G>C는 MT-ND5 protein의 amino acid

Ser531Thr 치환과 관련이 있고 이는 ROS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상으

로 F haplogroup이 질병과 음성, 수명과 양성의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하악과두흡수 환자에서 F haplogroup이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F haplogroup에서 하악과두흡수 질병 발생을 낮추고 과잉활성산소의 생성을

감소 시켜 결국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로 인해 하악과두흡수 질환을 감소시킴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안면골격 요인

다음으로 하악과두흡수 질환과 mtDNA haplogroup과의 연관성을 미토콘드리아

가 아닌 다른 민족과의 안면골격 및 저작차이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다른 민족

과 다른 안면골격, 생활습관 및 식사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악과두흡수 질환의

유발 환경에도 다른 민족과 다른 면을 가지게 된다는 관점이다.

Griffin31)은 348개의 두개골 분석에서 Bronze and Early Iron Age British, East

Coast Australian Aboriginals, Christian Norse가 Romano-British, Medieval

Scarborough, 17-20th century English and German보다 골관절염이 호발한다고

보고 하였고 이는 엄중한 생활문화(stringent living conditions)에서 오는 생활습관

및 식사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엄중한 생활문화로 인해 골개조와

파괴의 관절의 적응 능력의 조화가 깨져 골관절염이 발생하고 또한 식사습관과

연관되어 편측 저작습관과 구치부의 상실, 비대칭적 치아 마모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턱관절 부하의 양상을 밝히기 위해 Tanne 등32)은 악안면 골격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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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해 턱관절 부하를 생체역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악안면 골격의

수직적인 부조화의 지표인 하악각과 하악하연평면각을 증가시키면 특히 하악과두

전방부와 외측부의 압축응력이 유의성 있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턱관절에

대한 기계적인 부하가 증가하면 연골세포의 형태변화, 2형 콜라겐, proteoglycan,

히알알루론산 등 연골기질이 생산저하, 기질분해효소(MMP)의 발현을 야기하게

되고 관절연골의 변성, 흡수에 직접 관여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악과두의 흡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하악과두에 가해지는 어떤 기계적 부하와 관

계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안면골격의 특성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와 연관된 논문으로 구선주 등33)에 의하면 측두하악장애를 주소

로 내원한 환자 중에 약 9.3%의 상당히 높은 하악과두흡수 유병률을 보여주었으

나 서양인에 있어서는 임상적으로 드문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악과두흡수의 유병률에 차이를 주는 원인 요소가 저자는 동서양인의

골격형태의 차이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Byun 등34)은 정복성 관절원판변위가

있는 환자들은 정상의 관절원판을 가진 환자에 비해서 하악이 후하방 회전하고,

골격성 2급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모의 형태와 관절원판변위의 원인

과 결과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한종우 등35)은 관절원판의 변위가

있는 환자중 초진 시와 일정 시간이 지난 기간 동안 교정 치료를 비롯한 교합에

변화를 줄만한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골격 및 치성 변화를 관

찰하였는데 64%에서 하악의 후하방 회전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약 36%

의 환자들이 연구기간동안 뚜렷한 골격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약간의

골격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환자가 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한 치성 보상이 일어나

골격적인 변화로 인한 교합의 변화를 줄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하

였다.

이상의 논문을 종합해 보면 하악과두흡수 질환과 안면골격과의 관계는 하악골

의 후하방회전 즉, 골격성 2급 부정교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인의 골격양상의 특징을 살펴보아 하악과두흡수의 골격적인 요소를 살펴

보았다.

손병화 등36)은 두개안면의 골격형태에 인종적, 지역적으로 골격형태의 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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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한국인에 Enlow37)의 구조적 대응체 분석법을 적용해봄으로써 한국인 정

상교합자에 나타나는 두개안면골격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저자는 결과

에서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하여 중안면부가 함몰되고 하악골은 전돌되며 하악지

가 후하방으로 회전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한국인 정상 교합자에

서 오히려 하악지가 서양인에 비해 더 후하방 회전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

음을 보여주는 논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서양인과 안면골격 및 저작에 차이가 있으며 다른 민족과 다

른 생활습관 및 식사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악과두흡수 질환의 유발 환경에도

다른 민족과 다른 면을 가지게 되고 또한 가족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

국인의 mtDNA분석을 통해 같은 문화 및 생활습관을 갖는 한민족과 하악과두흡

수 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하악과두흡수 질환이 호발하는 haplogroup을 알고

자 하는 본 연구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하여 어떤 특정 mtDNA와 하악과두흡수 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잠

재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구의 발견이 일부 계층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전과 관련된 연구는 항상 주의 깊은 해석을 요하고 항

상 통계적 변동에 기인하는 유전 분석의 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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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한국인 하악과두흡수 환자 중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유전자 치료를 받은

사람과 가계내 외국인이 있는 다문화 가정, 문맹 및 외국인을 제외한 남자 20명

(19.2%), 여자 84명(80.8%) 총 104명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의 적응 능력에 따라

하악과두흡수 골 변화에 있어 골파괴가 심한 환자가 있고 덜 심한 환자 등 변위

가 커 이에 대한 환자의 적응성과 관련하여 집단간 유전적 변이를 조사하고 이를

유전학적 통계분석에 의해 하악과두흡수 질환 발생과 관련된 mtDNA haplogroup

을 결정함으로써 현대 한국인 집단 내에서 하악과두흡수 질환과 관련 mtDNA

haplogroup database를 구축하여 질환관련 집단 유전학적 정보로 활용하고 그 원

인을 분석하고 자 한국인의 유래와 관련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하악과두흡수와

한국인의 mtDNA 유전적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12개의 haplogroup이 관찰되었고(haplogroup M, G, D4, D5, M7, M8, M9,

M10, A, N9, F, B)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이는 haplogroup은 D4 group(27.9%)

이었고, 다음으로 B haplogroup이 18.3%로 관찰되었다. 대조군과 비교시

haplogroup D, N, R은 관찰되지 않았다.

2. 하악과두흡수 환자 집단과 대조군 집단 비교시 F haplogroup에서 하악과두흡수

환자에서 대조군 8.5%에 비해 2.9%로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났으며(OR 0.320;

95% CI 0.098-1.039; p=0.04599) haplogroup F에 속한 군이 승산비가 0.3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는 F haplogroup에 속한 군이 하악과두흡수가 나타날 위험

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 B haplogroup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지만 대조군 14.8%에 비해 18.3%

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haplogroup에서는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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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특별한 mtDNA mutation/lineage는 한국인 하악과두흡수 환

자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즉, F haplogroup은 하악과두흡수 질환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더 많은 개체를 통하여 검증과 부가적인

genetic markers의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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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tochondrial DNA haplogroup analysis between the

common genetic lineages and condylar resorption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in the Korean

population

Jin-Song Bae, D.D.S., M.S.D.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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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ochondrial DNA(mtDNA) variation has recently been suggested to have

an association with various disease in human populations. Since mtDNA is

haploid and lacks recombination, specific mutation in the mtDNA genome

associated with human diseases arise and remain in particular genetic

backgrounds referred to as haplogroups.

To assess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mtDNA haplogroup-specific mutations

to the occurrence of condylar resorption of the patient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ease, we have therefore performed a population-based study of a

condylar resorption cases and corresponding controls from the Korean

popul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 prevalence in the distribution of mtDNA

haplogroup F frequencies of the patient group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was observed. Thus, our data imply that specific mtDNA

mutations/lineages did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predisposi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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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ylar resorption in the Korean population, although larger sample size are

necessary to validate our results.


Key words: mandibular condyle, mitochondrial DNA,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