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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하악골의 3차원 구조 특성과 측두하악장애의 관계 

 

하악골은 안면부 아래 약 1/3을 차지하면서 저작, 발음, 안면부 움직임에 관여하는 

중요 구조물로 하악골 과두는 측두골의 관절와에서 인대, 근육, 관절낭과 함께 측두하

악 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을 형성하고, 이 TMJ는 관절 운동과 부하

의 집중 등으로 개구 제한, 관절 잡음, 그리고 인접 근육의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보

일 수 있고 이를 측두하악 장애(temporomandiblar disorder, TMD)라고 한다. 이러

한 TMD는 악안면 기형환자에서 정상인들보다 높다고 알려져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

미 여러 연구가 있었고 악골 기형과 TMD와의 상관성을 주장하였으나, TMD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골격 요소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2차원 방사선 영상의 구조 특성이 

실제 구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3차원 전산단층 촬영 영상을 

이용해 악골의 구조적 특성을 평가하기도 하였지만, 하악지나 하악골 과두에서 이부

까지의 거리와 같은 전체 구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하악골 구조를 특정하

여 TMD와 연관 분석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 하악골의 각 구조물의 크기와 방향

을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의 차이, 평균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벡터의 개념을 이용하여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CT 영상의 하

악골을 기능단위 벡터 분석하여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TMD와 하악골 구조 특성과

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악골 구조의 불균형이 TMD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비대칭이 없는 제 1군(하악골 대칭군) 57명 중에서 제 1a군(대칭후퇴군) 27 명, 

제 1b군(대칭전돌군) 30 명, 제 2군(하악골 비대칭군) 33명을 대상으로 양측 하악골 

기능단위 벡터의 크기와 방향의 평균, 벡터의 크기와 방향의 차이, 치아의 수직피개도, 

수평피개도, 구치부 교합과의 관계와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

다.  

제1군에서 Overjet과 구치부 교합 관계는 Joint disease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Overjet의 Odds ratio : 1.201이었고, 구치부 3급 교합에 

대한 2급 및 1급 교합의 Odds ratio는 각각 5.62와 5.61이었다 (p<0.05).  

제1군 중 제1a군 (대칭후퇴군)은 제1b군 (대칭전돌군)에 비해 Joint disease의 높

은 이환율을 보였고 Odds ratio는 3.538였다. 또 하악골 기능단위 벡터 중 하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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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의 길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하악체의 길이가 Joint disease 발생에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Odds ratio는 0.85였다.  

제2군 (하악골 비대칭군)은 제1a군 (대칭후퇴군) 및 제1b군(대칭전돌군)에 비해 높

은 Internal derangement 이환율을 보였고, 특히 제1b군에 대한 Odds ratio는 

5.055에 달하였다. 또 하악골 기능단위 벡터의 크기 및 방향 차이에서도 Internal 

derangement와 연관성을 보였지만,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과두의 길이 차

이가 가장 중요하였다 (Odds ratio : 1.2).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하악골 대칭군에서는 하악체의 길이가 짧을수록 

Joint disease가, 비대칭군에서는 과두의 길이 차이가 클수록 Internal derangement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이해아였다. 따라서 3차원 CT 영상을 이용하여 하악골

을 기능단위 벡터로 분석하여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였고, 하악골 구조 특성과 TMD

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악골 구조의 불균형이 TMD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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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의 3차원 구조 특성과 

측두하악장애의 관계 

 

< 지도교수 : 이 상 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장 진 현 

 

I. 서 론 

 

하악골은 3차원 U자 형태를 가지고 안면부 아래 약 1/3을 차지하면서 저작, 발음, 

안면부 움직임에 관여하는 중요 구조물이다. 하악골은 주위 근육을 포함하는 연조직

과 상호 작용하며 성장하지만, 하악 과두부와 골체부를 포함한 6가지의 구조 단위체 

(structural unit)들이 독자적인 성장 단위를 이루는 복합 구조체이다(M. L. Moss 

and Rankow, 1968). 하악골 과두는 측두골의 관절와(mandibular fossa)에서 인대, 

근육, 관절낭과 함께 측두하악 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을 형성한다. 

TMJ는 하악골이 제3급 지렛대를 형성하고 3차원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하며, 근육

이 하악골에 내는 힘과 치아 작용점에 의한 하중을 함께 받는다(Gosen, 1974). 

이러한 TMJ의 3차원 관절 운동과 부하의 집중, 그리고 주변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

조물의 구성은 개구 제한, 관절 잡음, 그리고 인접 근육의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보

일 수 있어 이를 측두하악 장애(temporomandiblar disorder, TMD)라고 한다(R. A. 

Moss and Garrett, 1984). 이 질환이 알려지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TMD의 원인

은 교합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이 시기 Costen은 치아의 정출 때문에  TMJ 가해

지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Costen, 1934). 이 같은 주

장은 1970년대까지 계속되어 많은 연구가들이 교합 문제에 의해 TMD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위해 이상적인 교합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cCollum, 

1938; Stallard and Stuart, 1963).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TMD에 대한 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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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교합이 TMD의 주

요 인자가 아닌 기여 인자일 뿐이며(Greene, 2001), 개인의 악습관, 관절 구조, 근육

의 생리, 개인의 정신적 상태 등 여러 기여인자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crivani et al., 2008).  

상악골과 하악골을 포함하는 악골의 위치와 크기 부조화, 즉 악안면 기형 

(dentofacial deformity)는 대부분 부정교합을 동반한다. 이러한 악안면 기형 및 부정

교합에서는 TMD의 발생 빈도가 정상인들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Egermark 

Eriksson et al., 1990; Trpkova et al., 2000). 특히 Fernandez(1997)는 골격성 II

급 환자에서 TMD의 유병률이 53.6%에 달하여 정상 악골 구조 사람들에서보다 현저

히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 안면 비대칭 환자들에서도 TMD 유병률이 정상인들에서

보다 높다고도 하였다(Goto et al., 2005; Inui et al., 1999). 앞에서 서술한 대로 

TMD가 부정교합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악안면 기형 환자들에서의 부정교합이 이

러한 발생 빈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Turasi et al., 2007). 반면

에 부정교합이 국소적 통증이나, 근 긴장의 일시적인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TMD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이 못될 수 있다(Clark et al., 1999). 또 악안면 기형 환자들의 부정교합은 악안면 

기형에 따른 이차적인 변화일 뿐이고 TMD 발생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Fushima et al., 1999). 따라서 악안면 기형 환자들에서 과연 TMD가 많이 발생하

는지, 또 악안면 기형 환자들의 어떤 요소가 TMD와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TMJ에 하악골의 기능적 하중이 집중될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악골 구

조의 불균형이 TMD 발생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가 있었고 두 요소 간의 상관성도 주장하였으나, 

TMD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골격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Ahn et 

al., 2004; Emshoff et al., 2011) 또 2차원 방사선 영상으로는 영상의 확대-축소, 중

첩 등으로 인한 오차와 3차원 구조물 표현의 한계 (Ahn et al., 2005)때문에 실제 하

악골 구조의 특징을 반영해 분석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3차원 전산단층 촬영 

(computerized tomography, CT) 영상을 이용해 악골의 구조적 특성을 평가한 경우

도 있기는 하였지만, 단순히 하악지나 하악골 과두에서 이부까지의 거리와 같은 전체 

구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었기 때문에 하악골을 이루는 구조적 특성이 상쇄되거나 왜

곡될 수 있었고, 생물학적 구조물의 구조적 특성과 TMD를 연관시키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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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ez-Vico. et al., 2012).  

따라서 하악골을 발생 및 성장 이론에 근거한 기능단위의 구조로 이해하여 구조 특

성을 표현하고(Park et al., 2010) 이를 TMD와 연관시켜 분석한다면, 하악골 구조 

특성과 TMD 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벡터는 

힘이나 속도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물리량이다. 벡터 개념과 연산을 하

악골 구조체의 분석에 활용하면 각 구조물의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조물의 크기의 차이, 평균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김남규, 

2012; 박경란, 2012). 그래서 하악골의 골격 구조를 기능단위에 의해서 3차원 평가

하되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벡터 분석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TMD와 연관

시켜 분석 연구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CT 영상의 하악골을 기능단위 벡터로 분석하여 구조적 특성

을 이해하고, TMD와 하악골 구조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악골 구조의 불균형이 

TMD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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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임상 검사 및 

전후방 두부계측 사진 분석으로 하악골 비대칭 검사를 시행하고, 구강내과에서 TMD

의 RDC/TMD Axis I에 준하여 검사를 시행한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견치

와 제 1대구치 등 상실치가 없고 치아 보철물이 없는 만 20~30세 사이의 성인이었

다. 교정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임신부, 또는 임신 계획을 가진 자는 제외하였다. 

또 구순구개열, Crouzon 증후군 등과 같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자, 하악골 특정부위

의 형태적 이상을 동반한 자, 안면부 외상을 포함하여 특별한 전신적 병력이나 치아 

교정치료나 악교정 수술 병력이 있는 자도 제외하였다. 

 

가. 제1군 (하악골 대칭군, Group I) 

하악골 대칭군은 방사선 사진 검사 상 정중시상평면 (midsagittal reference plane)

에 대해 menton의 변위가 2.0 mm 이내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Severt and Proffit, 

1997) 안면 및 하악골 비대칭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총 57명이었다 (Table 1). 

 

(1) 제1a군 (대칭후퇴군,  Group Ia) 

위 임상 검사 및 방사선사진 검사에서 ANB 각도가 4˚보다 커서 골격성 제2급 관

계를 갖고, Delaire 분석에서 frontomaxillary point(FM)에서 menton point에 이르

는 menton plane이  C3 plane이 이루는 각도인 menton plane angle이 84 ˚이하로 

정상보다 작아서 하악골 후퇴증으로 진단된 27명 (남자 8명, 여자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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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b군 (대칭전돌군, Group Ib) 

 

동일한 임상 검사 및 방사선사진 검사에서 ANB 차이가 0˚보다 작아 골격성 제3

급 관계를 갖고, Delaire분석에서 menton plane angle이 90˚ 이상으로 정상보다 커

서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된 30명(남자 15명, 여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21.0세(16~33세)였다 (Table 1). 

 

나. 제2군(하악골 비대칭군, Group II) 

 

제2군은 임상 검사 및 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정중시상평면에 대한 menton 편위가 

5mm 이상이어서 하악골 비대칭으로 진단된 3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 16명, 

여자 17명이었다 (Table 1).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Group I and Group II 

Group 
Menton deviation 

(mm) 
Age 

Gender 

Total 

M F 

Group I 2> 22.37±4.35 28 29 57 

Group II 5< 21.55±3.32 16 17 33 

2. TMD의 진단 

제1군과 제2군의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에서 임상 검

사를 받았다. 이들의 TMD 진단은 research diagnostic criteria/temporomandibular 

disorder (RDC/TMD)(Dworkin and LeResche, 1992)에 해당하는 임상 검사를 받

았으며, RDC/TMD의 Axis I에 따라 Myofascial pain, Internal derangement, Joint 

disease로 진단되었으며, 중복 진단은 허용되도록 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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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DC/TMD Axis I distribution in all group 

RDC/TMD Axis I N (%) Total 

Myofascial pain 51 (56.6%) 90 

Internal derangement 37 (41.1%) 90 

Joint disease 32 (35.6%) 90 

 

 

 

3. 영상 획득과 3차원 영상 구성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CT 촬영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된 High-

speed Advantage 전산화 단층촬영기(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를 

사용하였다. 촬영 조건은 high-resolution bone algorithm, field of view 24.1cm, 

200mA, 120kV, scanning time 1 sec., thickness 1mm였다. 촬영 부위는 두정부로

부터 하악골까지였으며, reconstruction matrix는 512*512 pixel, pixel 크기는 

0.25mm이었다. 촬영된 단면 촬영 영상 정보는 digital imaging communication in 

medicine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3차원 입체 의료영상 프로그램인 SimPlant Pro 

plus OMS (crystal version, Materalise Dental co., Leuven, Belgium)을 사용하여 

두개골 및 하악의 3차원 입체 영상을 제작하였다. 또 부속 단면 영상들이 수평면

(axial plane), 관상면(coronal plane), 시상면(sagittal plane) 상에서 나타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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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중시상평면, 수평평면, 관상평면의 설정 및 평가 

정중 시상 기준평면은 falx cerebri, foramen cecum, center of foramen magnum

을 지나는 평면(김학진, 2005)으로 하였으며 수평 기준평면(horizontal reference 

plane)은 정중시상 기준평면에 수직이면서 좌측 및 우측의 안구 중심(eye ball 

center), 시신경관(optic canal)의 중간점(midpoint)을 지나는 시평면(orbital plane)

으로 하였다(강연희, 2010). 관상 기준평면(coronal reference plane)은 정중시상 기

준평면과 수평 기준평면에 수직이면서 대공의 중심(Center of foramen magnum)을 

지나는 평면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X축은 측방, Y축은 전후방, Z축은 상하방을 지칭

하도록 하였으며, X축에서 좌측, Y축에서 전방, Z축에서 하방에 위치할 경우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박경란, 2012).. 각 기준점과 기준 평면의 정의는 아래 

정리 및 그림과 같다 (Fig 1) 

 

가. FxCe(falx cerebri) : the point seen on narrow line of falx cerebri near  

bregma 

나. FC(foramen cecum) : the most superior point of the foramen cecum  

lying between the crista galli and crest of the frontal bone 

다. CFM(center of foramen magnum) : the midpoint of foramen magnum at  

the level of round foramen shape 

라. EC(eye ball center) : center point of eye ball in frontal, sagittal,  

axial view 

마. midpoint EC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EC point 

바. Oc(optic canal) : the most inferior point of optic canal, both side 

사. midpoint Oc : the midpoint of right and left Oc point 

아. Midsagittal plane(MSP) : the plane constructed by three points of     

FxCe, FC, and CFM 

자. Orbital plane : the plane normal to MSP and through 2 points of        

midpoint Oc & midpoint EC 

차. Frontal plane: the plane normal to MSP, Frontal plane and through a  point 

of 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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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ference points used to construct the reference planes 

A, B, C) Three reference point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midsagittal plane  

D, E) Two reference point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orbital plane. ‘R’and ‘L’ 

were used for distinction of bilateral landmarks. 

F) Constructed reference planes and three-dimensional coordinate system to denote 

X, Y, Z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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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를 위한 기준점의 설정 

하악공과 이공을 기준으로 하악골 기능단위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Park et al., 

2010; 박경란, 2012). 하악 과두부에서는 과두 내외측의 중심점 (condyle point, 

CON)을 이용했고, 이부에서는 Pogonion을 사용하였다(Fig 2-A, B). 또 양측성 기

준점의 경우에는 R나 L을 붙여서 우측과 좌측을 구분하되 대칭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좌, 우측을 별개의 데이터로 이용하였다(강연희, 2010; 김남규, 2012; 김학진, 2005; 

박경란, 2012) 

 

가. CON-l : the most lateral point of the condyle 

나. CON-m : the most medial point of the condyle 

다. CON(condyle) : midpoint of the CON-l and CON-m 

라. COR(coronoid) : the most superior point of the coronoid 

마. F(fossa of the mandibular foramen) : The most medial point of the   

mandibular foramen(Park et al., 2010) 

바. GOinf : The most inferior point of posterior border of ramus 

사. GOpost : The most posterior point of posterior border of ramus 

아. GO(gonion) : The midpoint of the GOinf and GOpost  

자. MF(fossa of the mental foramen) : The most medial point of the     

mental foramen 

차. Pog(pogonion) : The most anterior midpoint of the symphysis of     

mandible 

카. Me(menton) : The most inferior midpoint of the symphysis of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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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ndibular landmarks used in this study 

A, B) Landmarks representing mandibular functional units and structure 

 

6.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의 설정 

제1, 2군의 3차원 영상에 기준점들을 표시하고 하악골 기능 단위에 따라 아래 표 

및 그림과 같이 기능 단위 벡터를 설정하였다(Table 3, Fig 3-A). Simplant ProPlus 

OMS에서 각 기능 단위 벡터의 기준점에 대한 3차원 좌표값을 얻은 후 이를 

MATLAB (Mathwork, Massachusetts, USA)에 표시하여 하악골에 대한 기능 단위 

벡터 모델을 만들었다 (Table 3, Fig 3-B) 제1군 대칭군에서 하악골 양측의 데이터

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기준점인 하악공 및 이공의 3차원 공간 

좌표값을 얻고 좌, 우측 좌표값을 paired t-test으로 비교하여 대칭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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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ectors of funtional units of the mandible 

Vector Starting point Ending point 

Condylar Vector CON F 

Body Vector F MF 

Gonial Vector F GO 

Coronoid Vector F COR 

Symphysis Vector MF Pog 

 

 

 

 

Fig 3. Vectors of functional units of the mandible 

A) 3D reconstructed image of mandible with the Vectors of functional unit on Simplant 

software  

B) Vector model of mandibular functional units on MATLAB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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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악골 벡터 크기와 방향의 평가 

벡터가 A = (x,y,z) 일 때, 벡터의 크기 A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𝐴|=√x2 + y2 + z2 

 

  

벡터가 A = (x,y,z) 일 때, 벡터의 방향은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𝐜𝐨𝐬𝛉𝐱 =
x

√x2 + y2 + z2
 

 

𝐜𝐨𝐬𝛉𝐲 =
y

√x2 + y2 + z2
 

 

𝐜𝐨𝐬𝛉𝐳 =
z

√x2 + y2 + z2
 

 

 

골격적 비대칭의 측정은 좌우 벡터의 크기와 방향의 차이의 절대값을 통하여 구하

였고, 대칭군에서 전후방적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의 차이는 좌우 벡터의 합을 사용하

여 구하였다. 또, 하악골 이부 menton 부위가 deviation된 쪽을 편위측(Deviated 

side)이라고 하고, 그 반대쪽을 비편위측(Non deviated side)이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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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합 특성의 평가 

상하악 치아의 Overjet, Overbite 및 구치부 교합 관계를 평가하여 하악골의 기능

단위의 크기-각도 및 TMD와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Overjet는 상하악 전치 사

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양의 값을 갖도록 정의하였고, Overbite는 과개교합이 될수

록 양의 값을, 개교합이 될수록 음의 값을 갖도록 정의하였다. 

구치부 교합은 상악 제 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와 하악 제 1대구치의 중심구를 

기준으로 구치부 제 1급(class I molar key), 구치부 제 2급(class II molar key), 구

치부 제 3급(class III molar key) 관계로 나누었다. 또 하악골의 측방 운동에 따라 

작업측과 비작업측에서 발생하는 교합 간섭을 평가하였다. 

 

9. 통계적 분석 방법 

SPSS version 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기준점들과 계측 항목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유의값 (P value)이 0.05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가. 하악골 대칭군과 비대칭군에서 골격과 교합양상에 따른 TMD의 상관관계; 

Independent t- 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나. 하악골 비대칭군에서 비편위측과 편위측 TMD의 상관관계 ; Mcnemar’s test 

다. 대칭군과 비대칭에서 TMD에 따른 하악골의 기능 단위 벡터들의 길이와 방향 ; 

Kruskal-Wallis test 

라. 각 기능단위들의 TMD와의 Odds ratio의 검정 ;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마. 군 (group) 설정 및 기준점 지정의 오차에 대한 검정 ; paired sample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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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결 과 

1. 대칭 하악골의 교합 특성과 TMD의 관계 

가. Overjet 및 Overbite와 TMD의 관계  

  

제1군에서 치아의 Overjet, Overbite와 TMD의 관계를 independent t-test 를 시

행하였다. Overbite은 3가지의 TMD 질환 모두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p>0.05). 그러나 Overjet은 TMD 중 Joint disease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p<0.05). 

Overjet에 따른 Joint disease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여 Joint disease의 Odds ratio가 1.201임을 확인하여 Overjet 1mm 증가

시 TMD가 1.201배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5).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Overjet/Overbite and TMD evaluated by RDC/TMD   

Axis I 

TMD Overjet p Overbite p 

Myofascial pain 

Normal 0.64±3.93 

0.50 

-0.08±2.33 

0.902 

Diseased 0.96±3.46 -0.01±2.73 

Internal 

derangement 

Normal 1.01±3.49 

0.454 

-0.04±2.65 

0.461 

Diseased 0.28±3.85 -0.04±2.43 

Joint Disease 

Normal 0.11±3.77 

0.008** 

0.00±2.84 

0.834 

Diseased 2.11±3.08 -0.11±1.97 

Independent t-test, Confidence interval 9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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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 of Joint disease for Overjet & Overbite 

Occlusion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Overjet 1.201 0.014* 1.038 1.388 

Overbite 1.022 0.830 0.840 1.234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unit = 1mm, *:p<0.05 

 

나. 구치부 교합, 교합 간섭과 TMD의 관계 

 

제1군에서 구치부 교합에 따른 Myofascial pain, Internal derangement, Joint 

disease 발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생 빈도를 비교하고,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Table 6. 7). TMD 중에서 Joint disease는 

구치부 교합 종류에 따라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달랐다. 구치부 제 3급 교합에서 

Joint disease 이환이 가장 적어 5명이었고, 제 2급 교합에서는 총 11명 (52.4%)으

로 가장 많았다. 

Joint disease에서 구치부 제1급 교합에 대한 구치부 제3급 교합의 Odds ratio는 

0.174이었고, 또 제3급 교합에 대한 제2급 교합의 Odds ratio는 5.622이었다 

(p<0.05). 그러나, 제1급 교합과 제2급 교합 간에는 Joint disease의 발생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Table 7).  

또한 하악골의 측방 운동시에 발생하는 교합 간섭 (occlusal interference)의 유무

와 TMD의 발생 빈도를 비교하였고,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이들 간의 차이

를 검증하였다(Table 8). 그러나 교합 간섭의 유무에 따른 TMD의 발생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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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valence of TMD for molar keys 

TMD Cl I (n=9) Cl II (n=20) Cl III (n=28) p 

Myofascial pain 

(n = 35) 
6 (17.2%) 11 (31.4%) 18 (51.4%) 0.902 

Internal derangement 

(n =17) 
3 (17.6%) 7 (41.2%) 7 (41.2%) 0.733

a
 

Joint disease  

(n = 21) 
5 (23.8%) 11 (52.4%) 5 (23.8%) 0.009** 

Chi-square test.  
a
 Fisher’s exact test.  ** : p<0.01  

 

 

 

Table 7. Comparison of Odds ratio for Joint disease and molar keys  

Molar Key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Reference 
Lower 

limit 

Upper 

limit 

Cl I 5.747 0.027* 1.123 29.411 Class III 

Cl II 0.988 0.978 0.201 4.760 Class I 

Cl II 5.622 0.010** 1.520 20.799 Class III 

Chi-square test  

  



17 

 

Table 8.  Prevalence of TMD and the occlusal interference 

TMD 
Interference (-) 

(n=52) 

Interference (+) 

(n=5) 
p 

Myofascial pain 

(n = 35) 
31(88.6%) 4(11.4%) 0.639 

Internal 

derangement 

(n = 17) 

14(82.3%) 3(17.6%) 0.151 

Joint disease 

(n = 21) 
20(95.2%) 1(4.8%) 0.642 

Fisher’s exact test 

 

2. 대칭 하악골 구조 특성과 TMD의 관계 

제1군 (대칭군) 57명의 TMD 유무와 하악골 기능 단위 벡터들의 크기 또는 방향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 검정하였다. 

 

가. 하악골의 전돌 및 후퇴와 TMD 발생의 관계 

대칭군인 제1a군 27명과 제1b군 30명을 TMD의 차이에 관하여 chi-square test

로 검정하였고, Joint disease에서만 제1a군과 제1b군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p<0.05). 제1a군에서 Joint disease가 14례 66.7% 발생하여 제1b군의 7례, 

33.3%보다 높았고, 제1b군에 대한 제1a군의 Joint disease의 Odds ratio는 3.538이

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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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prevalence between Group Ia and Group Ib 

TMD 
Group Ia 

(n=27) 

Group Ib 

(n=30) 
p 

Odds 

Ratio 

Myofascial pain 

(n = 35) 
15(42.9%) 20(57.1%) 0.390 - 

Internal 

derangement 

(n = 17) 

10(58.8%) 7(41.2%) 0.259 - 

Joint disease 

(n = 21) 
14(66.7%) 7(33.3%) 0.026 3.538 

Chi-square test, , group 1a ( Skeletal Class II), group 1b (Skeletal Class III) 

 

나. 하악골 벡터와 Joint disease의 관계 

(1) 하악골 벡터 크기와 Joint disease의 관계 

제1군의 제1a군과 제1b군을 Joint disease의 유무와 질환 발생 위치에 따라 6개의 

세부군으로 나누고, 하악골 기능 단위를 표현한 벡터의 크기의 평균과 비교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과두 벡터와 하악체 벡터는 세부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Joint disease가 양쪽에 이환된 골격성 II급의 과두 

벡터 평균 길이는 31.48±5.31mm, 하악체 벡터 평균 길이는 54.02±2.56mm였고, 

다른 세부군에 비해 짧았다(p<0.05)(Table 10). 그외 다른 기능단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 하악골의 기능단위 크기와 Joint disease의 유무의 관계를 단변량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고 하악체 벡터와 과두 벡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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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lationship between vector size and Joint disease 

Vector 

Group Ia Group Ib 

p 

Without 

JD 

(n=13) 

JD 

(one side) 

(n=4) 

JD 

(two sides) 

(n=10) 

Without 

JD 

(n=23) 

JD 

(one side) 

(n=2) 

JD 

(two sides) 

(n=5) 

Condyle 36.12 36.17 31.48 42.79 44.27 43.13 0.00** 

Coronoid 38.19 42.67 38.29 39.93 41.78 40.48 0.58 

Gonial 19.36 18.75 18.74 18.81 24.85 19.29 0.34 

Body 58.02 55.80 54.02 64.12 65.52 62.05 0.00** 

Symphysis 28.60 27.52 28.16 30.78 31.37 30.16 0.00** 

* Kruskal-Wallis test, unit = 1mm, JD: Joint disease,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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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s of the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for Joint disease and the size 

of vectors 

Vector p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Condyle 0.03* 0.91 0.83 0.99 

Coronoid 0.82 1.01 0.90 1.14 

Gonial 0.77 1.03 0.84 1.25 

Body 0.01* 0.85 0.76 0.96 

Symphysis 0.05 0.75 0.57 0.99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unit = 1mm, * : p<0.05 

(2) 하악골 벡터 방향과 Joint disease의 관계 

 

제1a군과 제1b군을 위와 동일하게 6개의 세부군으로 나누어 기능단위 벡터의 방향

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여 통계 검정하였다. 통계 결과 

과두 Cosθx, 과두 Cosθy, 오훼돌기 Cosθy, 오훼돌기 Cosθz, 하악각 Cosθy, 하

악각 Cosθz, 하악체 Cosθy, 하악체 Cosθz, 정중부 Cosθx, 정중부 Cosθy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Table 12).  

또 하악골의 기능단위 벡터 방향에 따른 Joint disease의 유무를 단변랑 로지스틱 

회귀분석(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하악과두의 Cosθy 및 

Cosθz, 그리고 하악각의 Cosθy가 유의한 설명변수로 검정되었다.(p<0.05)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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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Vector size  for Joint disease  

Vector  

Group Ia Group Ib 

p 

Without 

JD 

(n=13) 

JD 

(one 

side) 

(n=4) 

JD 

(two 

sides) 

(n=10) 

Without 

JD 

(n=23) 

JD 

(one 

side) 

(n=2) 

JD 

(two 

sides) 

(n=5) 

Condyle 

Cosθx -0.30 -0.25 -0.32 -0.23 -0.19 -0.18 0.00** 

Cosθy 0.31 0.37 0.25 0.44 0.38 0.43 0.00** 

Cosθz 0.90 0.89 0.90 0.86 0.90 0.88 0.040 

Coronoid 

Cosθx -0.15 -0.20 -0.13 -0.15 -0.10 -0.13 0.209 

Cosθy -0.57 -0.47 -0.64 -0.46 -0.54 -0.38 0.011** 

Cosθz 0.78 0.85 0.73 0.86 0.83 0.90 0.009** 

Gonial 

Cosθx -0.30 -0.24 -0.29 -0.27 -0.19 -0.14 0.129 

Cosθy 0.53 0.57 0.63 0.37 0.52 0.41 0.007** 

Cosθz -0.76 -0.78 -0.68 -0.83 -0.82 -0.88 0.020** 

Body 

Cosθx -0.32 -0.32 -0.32 -0.30 -0.30 -0.32 0.413 

Cosθy 0.70 0.76 0.63 0.78 0.77 0.80 0.01** 

Cosθz 0.61 0.57 0.68 0.52 0.57 0.49 0.01** 

Symphysis 

Cosθx -0.81 -0.81 -0.81 -0.78 -0.79 -0.78 0.006** 

Cosθy 0.39 0.43 0.40 0.49 0.49 0.55 0.003** 

Cosθz 0.41 0.39 0.41 0.34 0.36 0.28 0.082 

* Kruskal-Wallis test, JD : Joint disease,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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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Odds ratio of Joint disease by Vector direction. 

Vector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Condyle 

Cosθx 0.98 0.63 0.92 1.05 

Cosθy 0.95 0.05* 0.90 1.00 

Cosθz 1.20 0.03* 1.01 1.42 

Coronoid 

Cosθx 1.03 0.57 0.93 1.15 

Cosθy 0.99 0.43 0.95 1.02 

Cosθz 0.98 0.33 0.93 1.02 

Gonial 

Cosθx 1.03 0.18 0.99 1.08 

Cosθy 1.04 0.03* 1.00 1.08 

Cosθz 1.03 0.19 0.99 1.07 

Body 

Cosθx 0.93 0.34 0.80 1.08 

Cosθy 0.96 0.14 0.91 1.01 

Cosθz 1.04 0.14 0.99 1.09 

Symphysis 

Cosθx 0.90 0.32 0.74 1.10 

Cosθy 0.99 0.61 0.94 1.03 

Cosθz 1.02 0.52 0.97 1.07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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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칭 하악골에서 Joint disease의 예측인자 

하악골 대칭군의 제1a군 및 제1b군에서 Joint disease의 예측인자를 확인하기 위

해 하악골 벡터의 크기와 각도 중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던 하악체 벡터, 과두의 Cosθy, Cosθz등에 대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Table 14). 그 결과 Joint disease의 발현에 대한 하악체의 길이가 Odds 

ratio 0.851,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장 관련성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p<0.05)(Table 15). 

 

 

 

Table 14. Results of the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for Joint disease by size 

/direction of vectors   

Vector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Body length 0.85 0.01* 0.76 0.96 

Condyle length 0.91 0.03* 0.83 0.99 

Condyle Cosθy 0.95 0.048* 0.90 1.00 

Condyle CosθZ 1.20 0.033* 1.015 1.419 

Unit of size =1mm,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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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sults of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for Joint disease by on size/ 

direction of vectors  

Step Vector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1 step 

Body length 0.870 0.056 0.754 1.004 

Condyle length 0.959 0.446 0.861 1.068 

Condyle Cosθy 1.036 0.784 0.803 1.338 

Condyle CosθZ 1.087 0.747 0.656 1.801 

2 step 

Body length 0.875 0.056 0.762 1.003 

Condyle length 0.960 0.456 0.862 1.069 

Condyle CosθZ 1.113 0.658 0.692 1.790 

3 step 

Body length 0.872 0.047** 0.761 0.998 

Condyle length 0.964 0.496 0.868 1.071 

4 step Body length 0.85 0.006* 0.76 0.96 

Unit of size =1mm, *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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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칭 하악골 구조 특성, 교합 특성과 TMD의 관계 

하악골 골격의 구조적 특성과 전치부의 Overjet, 구치부 교합과 같은 교합적 특성 

등 모두에 대하여 TMD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하악체 길이의 Odds ratio가 0.85이면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5)(Table 16, 17).  

 

Table 16. Results of the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for Joint disease by size 

/direction of Vectors and Occlusion  

Vector or Occlusion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Body length 0.85 0.01* 0.76 0.96 

Condyle length 0.91 0.03* 0.83 0.99 

Condyle Cosθy 0.95 0.048* 0.90 1.00 

Condyle CosθZ 1.20 0.033* 1.015 1.419 

Cl I/Cl III 5.75 0.04* 1.12 21.09 

Cl II/Cl III 5.62 0.01* 1.52 20.80 

Overjet 1.20 0.01* 1.04 1.39 

Unit of length =1mm,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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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esults of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for Joint disease on size/ 

direction of Vectors and Occlusion  

Step Vector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1 step 

Body length 0.913 0.262 0.780 1.070 

Condyle length 0.989 0.870 0.863 1.132 

Condyle Cosθy 1.091 0.540 0.826 1.439 

Condyle CosθZ 0.921 0.775 0.524 1.620 

Cl I/Cl III 3.157 0.244 0.456 21.855 

Cl II/Cl III 2.020 0.496 0.266 15.319 

Overjet 1.111 0.274 0.920 1.342 

2 step 

Body length 0.910 0.225 0.781 1.060 

Condyle Cosθy 1.089 0.548 0.825 1.437 

Condyle CosθZ 0.918 0.766 0.523 1.611 

Cl I/Cl III 3.196 0.238 0.463 22.035 

Cl II/Cl III 2.193 0.386 0.372 12.928 

Overjet 1.112 0.271 0.921 1.342 

3 step 

Body length 0.913 0.236 0.784 1.062 

Condyle Cosθy 1.070 0.599 0.832 1.375 

Cl I/Cl III 2.978 0.254 0.457 19.412 

Cl II/Cl III 2.303 0.350 0.401 13.227 

Overjet 1.104 0.288 0.920 1.325 

4 step 

Body length 0.920 0.263 0.794 1.065 

Cl I/Cl III 2.842 0.267 0.449 17.991 

Cl II/Cl III 2.197 0.372 0.391 12.363 

Overjet 1.103 0.292 0.919 1.323 

5 step 
Body length 0.893 0.090 0.783 1.018 

Overjet 1.142 0.126 0.963 1.354 

6 step Body length 0.850 0.006* 0.76 0.96 

Unit of length =1mm,,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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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칭 하악골의 구조 특성과 TMD의 관계 

제 2군(하악골 비대칭군, Group II)을 제 1군(대칭군)의 대칭후퇴군(제1a군) 및 대

칭전돌군(제1b군)과 비교하였다.  

 

가. 하악골 비대칭과 TMD 발생의 관계 

하악골 비대칭군(제2군), 대칭후퇴군(제1a군)과 대칭전돌군(제1b군)에서 TMD의 

유병률을 조사하였을 때, Internal derangement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 (p<0.05), Myofascial pain와 Joint disease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18).  

Internal derangement는 제2군이 제1b군에 비하여 5.05배의 Odds ratio를 가지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p<0.05), 제1a군에 대한 제2군 및 제1a군에 대한 

제1b군의 Odds ratio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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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omparison of Skeletal classification and TMD 

TMD 
Group Ia 

(n=27) 

Group Ib 

(n=30) 

Group II 

(n=33) 
Total p 

Myofascial 

pain 

Normal 12(30.8%) 10(25.6%) 17(46.3%) 39(100%) 

0.344 

Diseased 15(29.4%) 20(39.4%) 16(31.4%) 51(100%) 

Internal 

derangement 

Normal 17(32.1%) 23(43.4%) 13(24.5%) 53(100.0%) 

0.01* 

Diseased 10(27.0%) 7(18.9%) 20(54.1%) 37(100.0)% 

Joint disease 

 

Normal 13(22.4%) 23(39.7%) 22(37.9%) 58(100%) 

0.076 

 
Diseased 

 

14(43.8%) 

 

7(21.9%) 

 

11(34.4%) 

 

32(100%) 

 

*Chi-square test,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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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Odds ratio of TMD by the groups of the skeletal pattern  

Group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Reference 
Lower 

limit 

Upper 

limit 

Group II 2.615 0.069 0.917 7.457 Group Ia 

Group II 5.055 0.004** 1.688 15.140 Group Ib 

Group Ia 1.933 0.259 0.611 6.133 Group Ib 

*Chi-square & Bonferroni analysis, **: p<0.01 

 

 

나. 하악골 벡터와 Internal derangement의 관계 

(1) 하악골 벡터 크기 차이와 Internal derangement의 관계 

TMD 중 Internal derangment를 하악골 벡터의 크기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과두 벡터를 비롯한 5가지 기능단위 중에서 

과두 벡터 크기의 편위-비편위측 차이에 대한 Odds ratio가 1.290, 골체부 벡터 크

기 차이의 Odds ratio가 1.270으로 각각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5)(Ta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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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Odds ratio of Internal derangement according to Vector unit 

Size difference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Condyle 1.290 0.002** 1.100 1.513 

Coronoid 1.177 0.176 0.929 1.492 

Gonial 0.920 0.598 0.673 1.256 

Body 1.270 0.034* 1.018 1.585 

Symphysis 0.986 0.952 0.615 1.580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unit = 1mm, ,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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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골 벡터 방향 차이와 Internal derangement의 관계 

Internal derangement와 하악골 벡터의 방향 차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찬

가지로 단병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악체 Cosθx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p<0.05), Odds ratio는 1.089로 비교적 낮았다(Table 21).  

  

Table 21. Odds ratio of functional unit for Internal derangement  

Direction diff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Condyle 

Cosθx 1.005 0.913 0.923 1.093 

Cosθy 1.066 0.247 0.957 1.187 

Cosθz 1.101 0.501 0.833 1.454 

Coronoid 

Cosθx 1.054 0.193 0.974 1.141 

Cosθy 1.057 0.412 0.926 1.207 

Cosθz 0.994 0.953 0.810 1.220 

Gonial 

Cosθx 1.03 0.18 0.99 1.08 

Cosθy 1.04 0.30 1.00 1.08 

Cosθz 1.03 0.19 0.99 1.07 

Body 

Cosθx 1.089 0.014* 1.017 1.166 

Cosθy 0.974 0.455 0.91 1.043 

Cosθz 1.007 0.863 0.933 1.086 

Symphysis 

Cosθx 0.91 0.32 0.74 1.10 

Cosθy 0.99 0.61 0.94 1.03 

Cosθz 1.02 0.52 0.97 1.07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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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대칭 하악골의 Internal derangement 예측인자 

Internal derangement에 대하여 과두와 하악체 벡터의 크기 및 방향 차이인 하악

체 Cosθx를 비교하여 가장 관련 깊은 단위를 찾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Table 22, 23). 통계 결과 과두 길이의 차이가 Internal derangement

에 대하여 Odds ratio 1.29로 가장 유의한 변수였다(p.<0.05) 

 

 

Table 22. Results of the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for Joint disease by the size 

/direction of vectors  

Vector diff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Condyle 1.290 0.002** 1.100 1.513 

Body 1.270 0.034* 1.018 1.585 

Body Cosθx 1.089 0.014* 1.017 1.166 

Unit of length =1mm,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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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Results of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s for internal derangement by 

the length & direction of Vector  

Step Vector 
Odds 

ratio 
p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1 step 

Condyle length 1.201 0.066 0.988 1.461 

Body length 1.076 0.600 0.818 1.416 

Body Cosθx 1.061 0.123 0.984 
1 

143 

2 step 

Condyle length 1.236 0.013 1.046 1.460 

Body Cosθx 1.059 0.127 0.984 1.140 

3 step Condyle length 1.287 0.002 1.098 1.509 

Unit of length =1mm,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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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대칭 하악골의 비편위측-편위측과 TMD의 관계 

제 2군(비대칭군) 33명의 편위 측 및 비편위측에서 TMD 이환 빈도를 각각 조사하

고, McNemars test로 검정하였다. 비편위측에서 myofascial pain이 발생한 경우는 

42.4%, 편위측에서 발생한 경우는 39.4%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Table 24) 마찬가지로 Internal derangement와 Joint disease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24). 

 

 

 

Table 24. RDC/TMD distribution at the affected and non-affected side in Group II 

TMD Non deviated side (n=33) Deviated side(n=33) p 

Myofascial pain 

Normal 20(51.3%) 19(48.7%) 

0.50 

Diseased 13(48.1%) 14(51.9%) 

Internal 

derangement 

Normal 24(54.5%) 20(45.5%) 

0.43 

Diseased 9(40.9%) 13(59.1%) 

Joint Disease 

Normal 25(75.8%) 29(87.9%) 

0.34 

Diseased 8(24.5%) 4(12.1%) 

McNemar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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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 (group) 설정 및 기준점 지정의 오차에 대한 검정 

제1군 (하악골 대칭군)에서 하악골이 대칭적인 구조물이어야 하악골 양측의 데이터

를 각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준점인 하악공 및 이공의 3

차원 공간 좌표값을 얻고 좌 우측 좌표값을 paired samples t-test로 비교하여 대칭

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은 모두 0.05보다 큰 값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하악골의 좌, 우측 기능단위 벡터는 대칭적이어서 위치와 

크기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제1a군, 제1b군 하악골의 좌우측 데이터를 

각각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Table 25). 

또 제2군 (하악골 비대칭군)에서도, 편위측과 비편위측의 좌표값을 paired 

samples t-test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은 하아공 및 이공 좌표의 Cosθx, 

Cosθz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6).  

기준점 지정의 오차를 검정한 결과 모든 계측치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었다. 이

때 CON, COR, GO, F, MF, Pog에 대한 평균 거리 차이는 비각각 0.17, 0.36, 0.47, 

0.18, 0.09, 0.19m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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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omparison of reference point position between right and left inferior 

alveolar and mental foramen in Group I. 

Point Coordinate Mean±S.D* p 

F 

X 

Rt 41.71±1.24 

0.890 

Lt 41.67±1.61 

Y 

Rt 45.35±4.21 

0.771 

Lt 46.89±4.43 

Z 

Rt 63.12±6.31 

0.714 

Lt 62.47±6.12 

MF 

X 

Rt 23.12±1.79 

0.891 

Lt 23.32±1.85 

Y 

Rt 92.21±12.27 

0.781 

Lt 92.35±12.59 

Z 

Rt 96.81±6.45 

0.774 

Lt 97.13±6.32 

* Unit : mm. p : paired samples t-test between right and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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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Comparison of reference point position between right and left inferior alveolar 

and mental foramen in Group II 

Point Coordinate Mean±S.D* p 

F 

X 

Deviated 42.68±3.36 

0.00 

Non deviated 45.41±2.29 

Y 

Deviated 49.92±5.91 

0.136 

Non deviated 48.75±3.85 

Z 

Deviated 67.17±5.47 

0.00 

Non deviated 63.11±4.84 

MF 

X 

Deviated 16.01±2.74 

0.00 

Non deviated 30.60±2.92 

Y 

Deviated 89.76±8.41 

0.14 

Non deviated 88.83±6.81 

Z 

Deviated 101.50±5.91 

0.00 

Non deviated 97.57±5.94 

* Unit : mm. p : paired samples t-test between deviated side and non-deviated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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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TMD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1960~70년대까지 많은 연구 보

고에서 교합 문제가 TMD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치료를 위해 이상적인 교합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amfjord., 1961). 구치부 교합 관계나 overjet, overbite

과 같은 교합 요소가 TMD 발생에 중요하다는 연구도 90년대까지 계속 발표되고 있

다. 예를 들어 Kahn은 구치부 II급 교합이 TMD 발생과 관련  있다고 보고 하였다 

(Kahn et al., 1999). 또 Eriksson은 개방교합이나 심한 overjet이 TMD 이환과 관

련이 있다고도 하였다(Egermark Eriksson et al., 1990).  

그러나 TMD 원인으로써의 교합 관련 이론들이 치아의 생리적인 적응력을 무시하

고 (Schaerer and Stallard, 1966) 치아의 인위적 맹출이나 보철적 수복에 의해 발생

하는 조기 접촉 (premature contact)도 치아와 치주조직의 기능적 적응에 의해 보상

될 수 있고, canine guidance 등의 상실도 TMD 발생과는 관련 없다는 사실도 밝혀

지고 있다 (Clark et al., 1999). 악안면 기형의 교합은 상악골, 하악골과 치조골 형태 

내에서 이차적인 치아와 치조부의 보상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TMD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Solow, 1980). 따라서 교합 특성이나 관련 요소가 TMD 

발생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합적인 요소로써 overbite, overjet, 구치부 교합 관계, 그리고 

교합 간섭과 TMD의 관련성을 우선 평가하였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overjet이 Joint 

diseas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 Odds ratio는 1.2였다. 또 구치부 일

부 교합 관계도 Joint disease와 연관 되었고, 제3급 교합에 대한 제1, 2급 교합의 

Odds ratio가 5.747이었다. 그러나 다른 TMD 질환들이나 overbite, 교합 간섭 등 

대부분 요소들과는 관련성이 낮아서, 이들을 정리해 보면 overjet이 크거나 제1, 2급 

교합일수록 Joint disease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합 요소들이 하악골의 구조적 특성, 특히 기능 단위의 크기나 방향과 비교

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및 17 참

조) 이런 결과와 관련해서, 구치부 교합 패턴은 SN-AB와 비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overjet 역시 골격 패턴과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이미 보고되었

었다 (Ishikawa et al., 1999) 따라서 overjet이나 제3급 교합과 같은 교합의 전후방

적 요소들이 TMD 발생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하악골의 골격적인 전후방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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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합은 상대적으로 약한 2차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판

단할 수 있겠다.  

  악안면 기형 중 구조적 특성과 TMD 발생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지만, 단순 형태 특성에만 국한되어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후안면 

길이가 짧고 하악골이 후퇴 되면 TMD에 이환 되기 쉽다고 보고하였다 (Arnett et 

al., 1996; Bertram et al., 2012). 안 등의 연구(Ahn et al., 2004)에서도 후안면 길

이 감소와 시계 방향 회전을 보이는 악안면 기형에서 자가공명 영상의 Internal 

derangement 이환률이 높다고 하였었다. 이와 유사하게 하악지의 길이(Articulare-

Gonion)이나 하악골 길이(Articulare-Pogonion)가 짧은 경우 Joint disease의 발생

이 많아진다고도 하였다 (Bertram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제1a군이 제1b군보

다 Joint disease에 이환될 확률이 3.538배 더 컸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제1a군이 제1b군보다 약 30% 더 많은 Internal derangement 발생을 보였다. 하악

골 기능단위 벡터 분석에 의한 골격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였을 때, 과두 벡터와 하악

체 벡터의 크기에 대한 Joint disease의 Odds ratio가 각각 0.91과 0.85이어서 두 

벡터 크기가 작아질수록 Joint disease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또 과두 벡터의 수직 (Cosθz)및 전후방 각도 (Cosθy)도 Joint disease 발생과 연

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여러 연구들에서 측모 두부방사선계측 사진 등을 

통해 주장한 후안면 길이 감소와 하악골의 전후방 길이 감소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적 서술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원

인 부위에 대해 이 연구 결과들은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즉, 

하악체와 과두부의 길이 감소 및 후방 위치를 보일수록 Joint disease 가능성이 커지

고, 이중에서도 하악체의 길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하악골 과두의 골 흡수는 하악골이 수용하기 힘든 힘이 가해지거나 또는 하악골 자

체의 수용 능력이 감소하면 하악 과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변형될 때 발생한

다고 하였다 (Arnett et al., 1996). 또 하악체의 성장은 과두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Duthie et al., 2007), 최근의 하악골 벡터 분석 연구에서도 하악골의 전후

방 위치는 하악체, 과두의 순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김남규, 2012). 

이는 하악골의 전후방 위치가 TMD, 특히 Joint disease와 관련성이 크고 하악골 여

러 기능단위의 과두와 하악체 단위의 크기 및 각도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하악체와 과두부의 길이 감소는 근육이나 기능에 의한 부하가 TMJ 부

위에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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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하악골의 대칭성과 TMD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제2군 (하악

골 비대칭군)을 제1a군 (대칭후퇴군) 및 제1b군 (대칭전돌군)과 비교하였을 때 

TMD 중 Internal derangemen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제

2군은 제1b군에 비해 Internal derangement가 발생할 확률이 5.055에 달하였다. 또 

하악골 기능단위 벡터 중 과두와 하악체 벡터의 크기 차이, 그리고 하악체 벡터의 수

평 방향 차이 (Cosθx)가 중요하고, 이들 중에서는 과두 벡터 크기 차이가 가장 중요

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변위 및 비변위측의 과두 벡터 크기 차이가 커질수

록 Internal derangement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였다.  

하악골의 구조는 U shape의 구조로 3종 지레의 형태를 띠고 있다(Gosen, 1974). 

편측 구치부 교합은 하악 변위를 일으켜서 기능 과두는 하방으로, 비기능 과두는 상

방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Ito et al., 1986). 따라서 하악골 양측 과두 관절에는 지렛

대가 형성 되며, 과두가 비대칭이면 이 부위에 가해지는 하중에는 차이가 생길 것이

다. 하악골 과두부를 골신장술 시켜 발생하는 응력에 대한 평가 실험에서 신장되지 

않는 긴 쪽 과두는 지렛대의 축으로 작용하고, 신장되고 있는 짧은 쪽 과두는 힘의 

작용점으로 작용하여 양쪽 과두부 하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Kofod et 

al., 2005). 하악골 비대칭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하악지 신장술 연구에서도 과두 신장

술 후 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de Zee et al., 2009). 따라서 하

악골 비대칭에서와 같이 양측 과두의 길이 차이가 존재한다면, 한쪽 관절에 하중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nui et al., 1999). 이번 연구에서도 비대칭 하악골을 

가진 제2군에서 많이 발생한 Internal derangement는 이러한 기전과 관계 있을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이 하악골 비대칭 환자들에서 장래 Joint disease와 같은 진

행성 TMD로의 진행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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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전산화 단층 활영술로 얻은 하악골 3차원 영상에서 하악골 기능단위 벡

터 분석법을 시행하고 TMD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제1군에서 Overjet과 구치부 교합 관계는 Joint disease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Overjet의 Odds ratio : 1.201이었고, 구치부 3급 

교합에 대한 2급 및 1급 교합의 Odds ratio는 각각 5.62와 5.61이었다 (p<0.05).  

2. 제1군 중 제1a군 (대칭후퇴군)은 제1b군 (대칭전돌군)에 비해 Joint disease의 

높은 이환율을 보였고 Odds ratio는 3.538였다. 또 하악골 기능단위 벡터 중 하악

체와 과두의 길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하악체의 길이가 Joint disease 발생에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Odds 

ratio는 0.85였다.  

3. 제2군 (하악골 비대칭군)은 제1a군 (대칭후퇴군) 및 제1b군(대칭전돌군)에 비

해 높은 Internal derangement 이환율을 보였고, 특히 제1b군에 대한 Odds ratio

는 5.055에 달하였다. 또 하악골 기능단위 벡터의 크기 및 방향 차이에서도 

Internal derangement와 연관성을 보였지만,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과두

의 길이 차이가 가장 중요하였다 (Odds ratio : 1.2).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하악골 대칭군에서는 하악체의 길이가 짧을수록 

Joint disease가, 비대칭군에서는 과두의 길이 차이가 클수록 Internal derangement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이해아였다. 따라서 3차원 CT 영상을 이용하여 하악골

을 기능단위 벡터로 분석하여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였고, 하악골 구조 특성과 TMD

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악골 구조의 불균형이 TMD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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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dible is lower third of the maxillofacial structure, and comprises in 

mastication, pronounciation, movement of facial muscles. The condyle part of 

mandible along with the ligaments, muscles, articular capsule, constitutes the 

temporomandibular joint(TMJ) in the glenoid fossa in temporal bone. 

Temporomandibular disorder(TMD)occurs from pathologic movement of TMJ 

and stress concentration. 

TMD in patients with dentofacial deformity is known to be higher than normal 

skeletal features. Already had several research about this claim, but did not 

provide a specific skeletal elements that may have TMD, or actual structure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wo-dimensional radiographic imaging does not 

reflect the nature of the problem was correlated with jaw malformations TMD. 

By three-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imaging evalua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jaw may, but because the analysis of the entire structure, 

such as the distance to symphysis of the mandible through the mandi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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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ylar target specific TMD associated with mandibular structure could not be 

analyzed. To this end, the mandible of the size and orientation of each structure 

could be analyzed simultaneously, as well as the size of the difference, and that 

you can easily compare by using the concept of a vector can be In this study,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CT images of the mandible vector functional units 

and underst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were confirmed by analyzing the 

structural imbalance of the jaw TMD and mandible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the relevance of that 

All patients were divided two group, The Symmetric patient(Group I) and the 

asymmetry group(Group II). The symmetric patients(Group I) were divided in 

two groups: The first group(Group Ia), mandibular retrognathism group, included 

27 patients and the second group(Group Ib), mandibular prognathism group, 

included 30 patients. The size and directional cos of mandibular functional 

vectors, and Overjet, Overbite and Molar key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Group Ia had high prevalence of joint disease statistically compared to 

Group Ib in antero-posterior relation of mandible, and the structure of mandible 

that has the highest ability of explaination was length of mandibular body. The 

overjet and molar key had considerable relation with joint diseases, but less than 

mandibular body length. In addition, Group II showed the more high prevalence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ease statistically, the structure of mandible that 

has the highest ability of explaination was the differences of length between 

mandibular condyles.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deviated 

side and non-deviated side in Group II 

In conclusion, TMD has correlation with mandibular body length and difference 

of condylar length. So, we can analyze and understand correlation between 

skeletal features and TMD for making etio-pathogenic diagnosis and treatment. 

 

 

Key words :TMD, occlusion, Retrognathism, Prognathism, Mandibular functional 

unit, Vector, Size, Direction, Vector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