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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하악 비대칭 및 전후방 골격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발현 빈도 

 

< 지도교수: 허 종 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류 다 정 

 

성장기에 나타나는 편측성 또는 양측성의 측두하악장애는 하악과두 및 하악지, 

하악체의 성장 억제, 보상성 상악골의 변화 등을 야기시켜, 상하악 복합체의 좌우, 

전후방적 부조화로 인한 안면 비대칭이나 하악 후퇴증 등의 악안면 기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악안면 기형이 좌우 악관절의 역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악관절 내장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렇듯 그 인과 관계는 

불분명 하나 악안면 기형과 측두하악장애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많이 밝혀져 왔다. 

본 연구는 하악 비대칭 및 전후방 골격 관계로 대변되는 정모, 측모 상의 다양한 

안면골 외형에 따라 개인별, 관절별로 나타나는 악관절 내장증의 발현 양상 및 

빈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서, 2007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골격성 

부정교합이나 안면 비대칭, 또는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한 자 중, 진단을 위하여 후전방,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검사 및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 받은 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전방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상에서 나타나는 정중 시상면에 대한 경조직 이부 중심 



vi 

 

편위의 정도에 따라 비대칭군과 대칭군으로 분류하였고,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상에서 나타나는 상하악의 전후방적 골격 관계에 따라 골격성 I급, II급, III급 군의 

3가지 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에 속한 자들의 자기공명영상에서의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발현 양상을 조사하였다. 또 비대칭군에서 하악골의 편위 방향에 따른 각 

관절의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를 비교하고, 편위측과 비편위측의 각 관절에서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에 있어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Chi-

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군 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오즈비(OR)를 군 별로 계산하여 악관절 내장증이 발생할 상대적 

위험비를 조사하였다.  

하악 비대칭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발현 빈도 조사에서, 비대칭군은 

대칭군에서보다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01, 

OR=4.018).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조사에서는, 대칭군의 골격성 II급 부정교합 

군에서 골격성 I급, III급 군에 비하여 편측성, 양측성 비복위성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심한 악관절 내장증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OR=7.217, 

25,941). 비대칭군에서 편위측과 비편위측의 각 관절을 비교하였을 때, 편위측은 

비편위측보다 심도의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01, 

OR=9.303). 

본 연구는 다양한 양상의 악안면 기형 환자에서 비대칭의 유무 및 편위 방향, 

그리고 측모에서의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발현 양상 및 빈도를 

개인별, 각 관절별로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는 

임상적으로 골격성 기형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 악관절 내장증 

발현에 대한 예측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단어 : 하악 비대칭, 전후방 골격 관계, 악안면 기형, 악관절 내장증, 측두하악장애, 

자기공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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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비대칭 및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발현 빈도  

 

< 지도교수: 허 종 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류 다 정 

 

 

I. 서 론 

 

측두하악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은 하악와, 하악과두, 관절 

원판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물로 하악골, 좀 더 포괄적으로 안면골 전체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성장 장소이다. 측두하악관절 원판은 하악와와 하악과두의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위치하여 하악 운동을 보조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위치관계를 벗어난 

상태를 악관절 내장증(TMJ internal derangment)라 하고(Ishigaki et al., 1992; 

Paesani et al., 1992), 관절원판의 활주 운동시 복위 여부에 따라 복위성 악관절 

내장증과 비복위성 악관절 내장증으로 나누어 진다. 악관절 내장증은 측두하악장애에 

있어 일차적인 해부학적 변화로서 관절원판 변위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고, 하악 운동시 하악과두에 비정상적인 응력으로 작용하여 하악골의 성장 

양상 변화에 관여할 수 있다(Hellsing and Holmlund,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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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 내장증으로 인해 발생된 하악골의 성장 억제는 기능적 복합체인 안면골의 

전체의 성장에 있어 영향을 주며, 하악 열성장 또는 안면 비대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Schellhas et al., 1993),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도 퇴행성 골 재형성을 유발시켜 

하악 과두의 침식으로 인한 악안면 골격 형태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다(Schellhas et 

al., 1990). 많은 이전 연구들은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과 안면 비대칭 간의 상관성을 

조사함으로써 이를 증명하였고,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상의 각 수직적, 수평적 계측점 간에 좌우 위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안면 비대칭이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Ahn et al., 2005; Inui et al., 

1999; Maglione et al., 2013; Nakagawa et al., 2002; Trpkova et al., 2000). 

상대적으로 양측 악관절 내장증과 전후방 골격 관계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었는데, 골격성 II급 부정교합의 소아 환자 군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Riolo et al., 1987), 양측성 악관절 내장증을 가지는 환자의 

하악골이 짧은 하악지와 하악골의 시계방향 회전, 하악 후퇴위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Ahn et al., 2004; Bryndahl et al., 2006; Byun et al., 2005; Yang 

et al., 2012). 

본 연구는 양측 또는 편측으로 발생한 악관절 내장증이 해당 부위 하악골의 

성장을 저하시킨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편측, 양측 하악골의 성장 저하로 

발생한 비대칭 및 하악 후퇴증을 포함하는 다양한 양상의 전후방적, 좌우 골격 

관계에서 나타나는 악관절 내장증의 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안면 비대칭과 시상면에서의 골격 변화에 대해서 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의 유무와 전후방적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전후방적 골격 관계와 하악 비대칭이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비대칭군의 편위측과 

비편위측의 비교를 통하여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가 하악이 편위된 방향에 따라 

경향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전후방적 골격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전후방 골격 관계 및 하악 비대칭과 악관절 

내장증간의 상관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골격 관계를 통한 악관절 

상태의 진단에 있어 보다 예측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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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7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골격성 부정교합이나 안면 비대칭, 또는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자들 중, 

진단을 위하여 측모, 후전방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장이나 노화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결과값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악안면 기형의 발생에 있어 측두하악장애 외 가능한 다른 영향 

요소들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만 17세 미만, 50세 이상인 자  

2. 외상 및 골절, 종양, 안면부 감염성 질환의 병력이 있는 자 

3. 선천성 기형이 있는 자 

4. 외과적 수술 병력이 있는 자 

5. 구치부 다수 치아 결손을 보이는 자 

6. 과두의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자 

총 연구 대상은 174명(남자 48명, 여자 126명)으로 평균 연령은 25.5세였다 

(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Variables  n (%) 

Gender 
Male 48 (27.6%) 

Female 126 (72.4%) 

Age  

10s 27 (15.5%) 

20s 110 (63.2%) 

30s 32 (18.4%) 

40s 5 (2.9%) 

Mean age/Total 25.5 174 (100%) 

n : number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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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IRB #3-2014-0034). 

 

2. 조사 항목 

가. 후전방,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1) 촬영 조건 

연구 대상의 후전방,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 방사선실에 있는 Promax(Planmeca, Finland) 를 이용하여 

12mA, 72~78KvP, 5 feet에서 9초간 노출을 주었고 디지털 필름을 사용하였다. 

전후방으로는 피검자의 Frankfort horizontal line과 좌우측으로는 양측 porion을 

연결하는 선이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하고 상하악의 최대 감합위에서 촬영하였다. 

2) 계측 방법 

인화된 필름 위에 아세테이트지를 이용하여 해부학적 골격 구조물의 투사도를 

그린 후 계측점을 선정하였다. 계측은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2회 시행하였으며, 그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후전방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계측 

ㄱ. 계측점 및 계측항목 

하악 비대칭의 유무 및 하악 편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부 중심(Menton, 

Me)을 계측점으로 선정하였다. 다음과 같이 선정한 계측점 및 기준선 중(Fig. 1) 

정중 시상 기준선(Mid-sagittal reference line, MSR)에서 이부 중심(Menton, 

Me)까지의 수직거리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이부 변위량 및 하악 편위 방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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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marks and skeletal parameters in posteroanterior cephalogram. Or (Latero-

orbitale) : intersection of lateral orbital contour with innominate line (Right/Left); Co 

(Condylion) : the superiormost point of condyle (Right/Left); ANS (Anterior nasal spine) ; 

Ag (Antegonion) : highest point in antegonial notch (Right/Left); Me (Menton) : midpoint on 

the inferior border of the mental protuberances; OT (Orbita tangent) : a line connecting 

right and left orbits MSR (Mid-sagittal reference line) : a line perpendicular to the orbita-

tangent line, drawn through midpoint of distance between right and left Ors; Dm (Distance 

to midline) : perpendicular distance between MSR and menton; SS (shifted side) : side of 

menton toward MSR; NSS (Non-shifted side) : the opposite side of menton toward MSR. 

ㄴ. 계측 항목 분석 

이부 변위량 3.0mm의 기준에 따라 하악 비대칭의 유무를 분류하였다(Chebib and 

Chamma, 1981). 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값을 가지는 자를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부 변위량 2.5mm 미만을 대칭군으로, 3.5mm 이상을 비대칭군으로 

분류하였다. 또, 하악의 편위 방향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하악골의 편위측(shifted side)과 비편위측(non-shifted side)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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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계측  

ㄱ. 계측점 및 계측 항목 

 전후방적 골격 관계를 분류 하기 위해 ANB(Point A, Nasion, Point B) angle을 

사용하였다. 계측점 및 계측항목은 다음과 같다(Fig. 2). 

 

Fig. 2. Landmarks and skeletal parameter in lateral cephalogram. N (Nasion) : a point 

at the anterior limit of the nasofrontal suture; A (Point A) : the deepest point on the curve of 

the maxilla between the anterior nasal spine and the dental alveolus; B (Point B) : the 

deepest point on the curve between infradentale and pogonion. The ANB is the angle in point 

A-nasion-point B.  

ㄴ. 계측 항목 분석  

한국 성인의 평균(Park et al., 1989)에서 표준편차 1 내에 포함되는 ANB 

값(남성 1.4-4.48), 여성 0.8-4.48)을 가지는 개체를 골격성 I급 부정교합군으로, 

표준편차 1보다 높은 ANB 값(남성, 여성 모두 4.48 초과)을 갖는 개체를 골격성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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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정교합군으로, 표준편차 1보다 작은 값(남성 1.4 미만, 여성 0.8 미만)을 갖는 

개체를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군으로 분류하였다(Jung et al., 2013).  

3) 군 분류 

후전방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이부 중심 편위 정도에 따라 

대칭군과 비대칭군으로,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상에 나타나는 상하악골의 

전후방적 골격 관계에 따라 골격성 I급, II급, III급 부정교합군으로 분류하였다. 총 

174명 중 대칭군으로 분류되는 자는 88명, 비대칭군으로 분류되는 자는 86명이었고, 

골격성 I, II, III급 부정교합군은 각각 55명, 61명, 58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mandibular asymmetry and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Symmetry group 

n (%) 

Asymmetry group 

n (%) 

Total 

n (%) 

Class I 28 (16.1%) 27 (15.5%) 55 (31.6%) 

Class II 40 (23.0%) 21 (12.1%) 61 (35.1%) 

Class III 20 (11.5%) 38 (21.8%) 58 (33.3%) 

Total 88 (50.6%) 86 (49.4%) 174 (100%) 

n : numbers 

 

나. 자기 공명 영상 사진 

1) 촬영 조건 

 Flex S coil을 이용하는 Achieva (Phillips, Netherland) 자기공명영상 기계로 

촬영한 개구시와 폐구시의 시상면 T1 강조 영상을 사용하였다. 촬영 조건은 

단면두께 3mm, Field of View(FOV) 120 x 120mm, TR 450msec, TE 20msec 

였다. 모든 자기 공명 영상은 중심교합위에서 하악과두 장축에 수직으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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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공명영상에 기초한 악관절 내장증의 분류 

174명의 좌우측 총 348개 측두하악관절의 자기공명영상에서 하악과두 절단면상 

중심 부위를 포함한 3개의 단면상을 종합하여 한 명의 연구자가 다른 임상정보 없이 

영상을 판독하였다. 영상 판독은 2회 이루어졌고 판독 결과 간의 차이는 없었다. 종전 

연구들에서 악관절 내장증을 정상, 복위성, 비복위성의 세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던 

것에서 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T1 강조 영상 상에서 관찰되는 개폐구 시의 관절 

원판의 형태 변화 및 개구 시의 위치 변화를 고려하여 비복위성 악관절 내장증군을 

초기(early stage)와 후기(late stage)로 세분류하였다(Isberg and Isacsson, 1986; 

Sato et al., 1999; 고지영 et al., 2001) (Table 3, Fig. 3, 4, 5, 6).  

Table 3. Classification of TMJ disc internal derangement in MRI. 

 Diagnostic criteria of disc position with MR evidence 

NP 

 

Normal disc position. 

The disc is biconcave with the posterior band lying over the condyle, and the 

central thin zone is located between the condyle and the anterior slope of the 

glenoid fossa. (Fig 4A, 4B) 

DDcR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The disc displaces anteriorly (or anteromedially, anterolaterally) while mouth 

closing, and reduces to a normal position while mouth opening. (Fig 5A, 5B) 

EDDsR Early stage of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The disc always remains displaced regardless of mandibular movement. The disc 

shows slight deformed with folded shape and slight thickening of posterior band, 

and located not far from the condyle head. While mouth closing, the disc displaces 

slight forward. While mouth opening, the disc is moving along with anterior 

movement of condyle head with anatomical deformity. (Fig 6A, 6B) 

LDDsR Late stage of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The disc has significant anatomical deformity of the disc such as spectacles shape 

or amorphous form. While mouth opening, the disc is located far from the condyle 

head, moving follow anterior movement of mandibular condyle without anatomical 

deformity of it. (Fig 7A,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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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gittal images showing normal disc position (NP) in MRI; A. Closed mouth; B. Open 

mouth. 

 

 

Fig. 4. Sagittal images showing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DcR) in MRI; A. Closed 

mouth; B. Open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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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gittal images showing early stage of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EDDsR) 

in MRI; A. Closed mouth; B. Open mouth. 

 

 

Fig. 6. Sagittal images showing late stage of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LDDsR) in 

MRI; A. Closed mouth; B. Open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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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측 악관절에서의 악관절 내장증의 조합에 따른 분류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양측성, 편측성, 복위성, 비복위성 여부에 따라 조합하여 

대상군을 6가지 군으로 재분류하였다(Table 4).  

Table 4. Six groups of subjects based on the MRI results of both TMJ. 

 Description 

BiNP Bilateral normal disc position. (NP/NP) 

UniDDcR 
Unilateral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contralateral side is normal. 

(DDcR/NP) 

BiDDcR Bilateral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DcR/DDcR) 

UniDDsR_NP 
Unilateral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early or late), contralateral 

side is normal. (DDsR/NP) 

UniDDsR_cR 
Unilateral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early or late), contralateral 

side is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DsR/DDcR) 

BiDDsR Bilateral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early or late). (DDsR/DDsR) 

NP, DDcR, DDsR are described in Table 3. DDsR includes EDDsR and LD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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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항목 및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SAS 9.2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 <0.05 로 하였다. 

가. 하악 비대칭 여부에 따른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 차이  

 대칭군과 비대칭군에 속하는 자들의 양측 악관절 내장증 분포를 조사하였고 

Chi-square test 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양측 관절 원판 변위 정도를 

양측 유사군, 편측 심화군으로 재분류하여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차 및 오즈비(Odd's ratio, OR)를 산출하였다. 

나.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 차이 

대칭군과 비대칭군에서 양측 악관절 내장증과 골격성 I급, II급, III급 

부정교합군과의 상관성을 Fisher's exact test로 각각 통계 분석하였다.  

대칭군과 비대칭군의 전반적인 분포 차이를 각 골격 관계 군에서 비교 

검정하였다.    

다. 대칭군의 각 관절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대칭군에 속하는 자들의 각 악관절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분포의 차이를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분석하고, 각 골격 관계 군 

간의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라. 비대칭군의 편위측과 비편위측 각 관절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편위측과 비편위측에서 각 관절에서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분포의 차이를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편위측과 비편위측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 빈도 분포의 

차이를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통계 분석하였다. 특정 골격 관계 군에서 다른 

골격 관계 군에 비하여 심도의 악관절 내장증을 보일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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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하악 비대칭 여부에 따른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 차이 

 대칭군과 비대칭군에서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1, p<0.0001). 양측 악관절 내장증 심도에 차이가 있는 편측 

심화군(Uni-group)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양측 유사군(Bi-group)군으로 

재분류하여 시행한 통계 분석에서, 대칭군에서는 양측 유사군이(64.8%), 

비대칭군에서는 편측 심화군이(68.6%) 더 많이 나타났고(Table 5-2, p<0.0001),  

비대칭군에서 편측 심화군이 많이 나타날 오즈비는 대칭군에 대하여 4.018로 높게 

나타났다(Table 5-2). 

Table 5-1. Distribution of various type of TMJ internal derangement according to 

mandibular asymmetry. 

 
Symmetry group 

n (%) 

Asymmetry group 

n (%) 

Total 

n (%) 

BiNP 22 (25.0%) 13 (15.1%) 35 (20.1%) 

UniDDcR 10 (11.4%) 15 (17.4%) 25 (14.4%) 

BiDDcR 2 (2.3%) 0 (0%) 2 (1.2%) 

UniDDsR_NP 9 (10.2%) 33 (38.4%) 42 (24.1%) 

UniDDsR_cR 12 (13.6%) 11 (12.8%) 23 (13.2%) 

BiDDsR 33 (37.5%) 14 (16.3%) 47 (27.0%) 

Total 88 (100%) 86 (100%) 174 (100%) 

p-value <0.0001  

n : numbers of subjects. BiNP, UniDDcR, BiDDcR, UniDDsR_NP, UniDDsR_cR, BiDDsR are 

described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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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Distribution of Bi-group and Uni-group according to mandibular asymmetry 

 

symmetry group 

n (%) 

asymmetry group 

n (%) 

Total 

n (%) 

Bi-group 57 (64.8%) 27 (31.4%) 84 (48.3%) 

Uni-group 31 (35.2%) 59 (68.6%) 90 (51.7%) 

p-value <0.0001  

OR (95% CI) 4.018 (2.137-7.555)  

Bi-group :  Bilateral normal or bilateral TMJ ID of equal severity (BiNP+BiDDcR+BiDDsR), 

Uni-group : unilateral TMJ ID (UniDDcR+UniDDsR_NP+UniDDsR_cR), n : numbers of subjects,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2.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 차이 

1) 대칭군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 차이 

 대칭군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골격성 I급 군에서는 양측 악관절 내장증이 각 군 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골격성 

II급 군에서는 양측성 비복위성 악관절 내장증의 비율이(70%), 골격성 III급 

군에서는 양측성 정상 관절의 비율이(60%) 각각 높게 나타났다(Table 6-1). 세 

군간의 사후 검정에서 골격성 II급 군은 I, III급 군에 대하여 각각 높은 유의차를 

보였으나, I, III급 군 사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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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Distribution of various type of TMJ internal derangement according to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in the symmetry group. 

 

Class I 

n (%) 

Class II 

n (%) 

Class III 

n (%) 

Total 

n (%) 

BiNP 7 (25.0%) 3 (7.5%) 12 (60.0%) 22 (25.0%) 

UniDDcR 5 (17.8%) 2 (5.0%) 3 (15.0%) 10 (11.4%) 

BiDDcR 1 (3.6%) 0 (0%) 1 (5.0%) 2 (2.3%) 

UniDDsR_NP 4 (14.3%) 3 (7.5%) 2 (10.0%) 9 (10.2%) 

UniDDsR_cR 7 (25.0%) 4 (10.0%) 1 (5.0%) 12 (13.6%) 

BiDDsR 4 (14.3%) 28 (70.0%) 1 (5.0%) 33 (37.5%) 

Total 28 (100%) 40 (100%) 20 (100%) 88 (100%) 

p-value 
 

<0.0001 
 

 

n : numbers of subjects. BiNP, UniDDcR, BiDDcR, UniDDsR_NP, UniDDsR_cR, BiDDsR are 

described in Table 4. Class I, II, III mean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grouped by ANB angle 

in lateral cephalogram. 

  

Table 6-2. Post hoc test result of table 6-1. 

Pairwise comparison p-value 

Class I vs II 0.0001 

Class I vs III 0.1607 

Class II vs III 0.0001 

vs : ver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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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칭군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 차이 

 비대칭군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양측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는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Table 7. Distribution of various type of TMJ internal derangement according to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in the asymmetry group. 

 
Class I 

n (%) 

Class II 

n (%) 

Class III 

n (%) 

Total 

n (%) 

BiNP 3 (11.1%) 1 (4.8%) 9 (23.7%) 13 (15.1%) 

UniDDcR 2 (7.4%) 2 (9.5%) 11 (29.0%) 15 (17.4%) 

BiDDcR 0 (0%) 0 (0%) 0 (0%) 0 (0.0%) 

UniDDsR_NP 11 (40.7%) 9 (42.9%) 13 (34.2%) 33 (38.4%) 

UniDDsR_cR 5 (18.5%) 4 (19.1%) 2 (5.30%) 11 (12.8%) 

BiDDsR 6 (22.2%) 5 (23.8%) 3 (7.9%) 14 (16.3%) 

Total 27 (100%) 21 (100%) 38 (100%) 86 (100%) 

p-value 
 

0.0546 
 

 

n : numbers of subjects. BiNP, UniDDcR, BiDDcR, UniDDsR_NP, UniDDsR_cR, BiDDsR are 

described in Table 4. Class I, II, III mean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grouped by ANB angle 

in lateral cepha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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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칭군의 각 관절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대칭군에 속하는 자들의 각 관절, 총 176개의 관절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군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8-1). 

악관절 내장증을 경도(NP, DDcR) 심도(EDDsR, LDDsR)로 나누었을 때, 통계적 

유의차는 골격성 I급과 II급, II급과 III급 부정교합군 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골격성 

II급 부정교합군에서 I급 부정교합군에서보다 심도의 악관절 내장증(EDDsR, 

LDDsR)이 많이 나타날 오즈비는 7.217, III급 부정교합군에서보다 심도의 악관절 

내장증이 많이 나타날 오즈비는 25.941의 값을 보였다(Table 8-2). 

Table 8-1. The prevalence of TMJ internal derangement of each joint in symmetry group 

according to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Class I 

n (%) 

Class II 

n (%) 

Class III 

n (%) 

Total 

n (%) 

NP 23 (41.1%) 11 (13.7%) 29 (72.5%) 63 (35.8%) 

DDcR 14 (25.0%) 6 (7.5%) 6 (15.0%) 26 (14.8%) 

EDDsR 9 (16.1%) 16 (20.0%) 3 (7.5%) 28 (15.9%) 

LDDsR 10 (17.8%) 47 (58.8%) 2 (5.0%) 59 (33.5%) 

Total 56 (100%) 80 (100%) 40 (100%) 176 (100%) 

p-value 
 

<0.0001 
  

n : numbers of joints. NP, DDcR, EDDsR, LDDsR are described in Table 3. Class I, II, III mean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grouped by ANB angle in lateral cephalogram. 

Table 8-2. Re-grouped data of table 8-1 and post hoc test result 

Pairwise comparison  p-value OR (95% CI) 

Mild (NP, DDcR) 

vs 

Severe (EDDsR, LDDsR) 

Class I vs II vs III <0.0001 - 

Class I vs. II <0.0001 7.217 (3.342-15.587) 

Class I vs. III 0.0643 - 

Class II vs. III <0.0001 25.941 (8.815-76.339) 

vs : versus.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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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칭군의 편위측과 비편위측 각 관절에서 전후방 골격 관

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1) 편위측(shifted side)과 비편위측(non-shifted side)에서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비교 

비대칭군의 각 관절에서 편위측과 비편위측의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9-1). 악관절 내장증을 경도(NP, DDcR) 

심도(EDDsR, LDDsR)로 나누었을 때, 편위측에서 비편위측에서보다 심도의 악관절 

내장증이 보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9-2, OR=9.303).  

Table 9-1. The prevalence of TMJ internal derangement of each joint in shifted side and non-

shifted side. 

 

Shifted side 

n (%) 

Non-shifted side 

n (%) 

Total 

n (%) 

NP 15 (17.4%) 59 (68.5%) 74 (43.0%) 

DDcR 14 (16.3%) 12 (14.0%) 26 (15.1%) 

EDDsR 21 (24.4%) 3 (3.5%) 24 (14.0%) 

LDDsR 36 (41.9%) 12 (14.0%) 48 (27.9%) 

Total 86 (100%) 86 (100%) 172 (100%) 

p-value <0.0001  

 n : numbers of joints. NP, DDcR, EDDsR, LDDsR are described in Table 3.  

Table 9-2. Re-grouped data of table 9-1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Pairwise comparison p-value OR (95% CI) 

Mild (NP, DDcR)  

vs  

Severe (EDDsR, LDDsR) 

<0.0001 9.303 (2.555-19.001) 

vs : versus.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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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위측(shifted side)의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편위측의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는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0-1). 악관절 내장증을 경도(NP, DDcR) 심도(EDDsR, 

LDDsR)로 나누어 시행한 통계분석에서, 사후 검정에서 유의성을 나타낸 두 군간 

오즈비를 산출하였고, 골격성 I급 부정교합군이 III급 부정교합군에 대하여, 골격성 

II급 부정교합군이 III급 부정교합군에 대하여 심도의 악관절 내장증을 보일 오즈비는 

각각 5.435, 7.411로 나타났다(Table 10-2). 

 

Table 10-1. The prevalence of TMJ internal derangement of each joint in shifted side 

according to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Class I 

n (%) 

Class II 

n (%) 

Class III 

n (%) 

Total 

n (%) 

NP 3 (11.1%) 1 (4.8%) 11 (29.0%) 15 (17.4%) 

DDcR 2 (7.4%) 2 (9.5%) 10 (26.3%) 14 (16.3%) 

EDDsR 11 (40.7%) 4 (19.1%) 6 (15.8%) 21 (24.4%) 

LDDsR 11 (40.7%) 14 (66.7%) 11 (29.0%) 36 (41.9%) 

Total 27 (100%) 21 (100%) 38 (100%) 86 (100%) 

p-value 
 

0.0075 
 

 

n : numbers of joints. NP, DDcR, EDDsR, LDDsR are described in Table 3. Class I, II, III mean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grouped by ANB angle in lateral cephalogram. 

Table 10-2. Re-grouped data of table 10-1 and post hoc test result. 

Pairwise comparison  p-value OR (95% CI) 

Mild (NP, DDcR) 

vs 

Severe (EDDsR, LDDsR) 

Class I vs II vs III 0.0008 - 

Class I vs II >0.9999 - 

Class I vs III 0.0029 5.435 (1.699-17.384) 

Class II vs III 0.0022 7.411 (1.866-29.439) 

vs : versus.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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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편위측(non-shifted side)의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  

하악골 비편위측에서의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고, 세 

군간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1-1). 악관절 내장증을 경도(normal 

or DDcR) 심도(EDDsR, LDDsR)로 나누어 시행한 통계 분석에서도 세 군은 통계적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1-2) 

 

Table 11-1. The prevalence of TMJ internal derangement of each joint in non-shifted side 

according to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Class I 

n (%) 

Class II 

n (%) 

Class III 

n (%) 

Total 

n (%) 

NP 16 (59.3%) 12 (57.1%) 31 (81.5%) 59 (68.6%) 

DDcR 5 (18.5%) 4 (19.1%) 3 (7.9%) 12 (14.0%) 

EDDsR 1 (3.7%) 0 (0.0%) 2 (5.3%) 3 (3.4%) 

LDDsR 5 (18.5%) 5 (23.8%) 2 (5.3%) 12 (14.0%) 

Total 27 (100%) 21 (100%) 38 (100%) 86 (100%) 

p-value 
 

0.1431 
 

 

n : numbers of joints. NP, DDcR, EDDsR, LDDsR are described in Table 3. Class I, II, III mean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grouped by ANB angle in lateral cephalogram. 

Table 11-2. Re-grouped data of table 11-1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Pairwise comparison  p-value OR (95% CI) 

Mild (NP, DDcR) 

vs 

Severe (EDDsR, LDDsR) 

Class I vs II vs III 0.3122 - 

vs : versus.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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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악안면 기형은 유전적 결함 및 환경적 요인, 영유아기 외상 및 감염, 종양, 

비기능 습관 및 측방 부정교합 등으로 인한 발육장애, 편측 하악과두의 과성장, 

열성장, 외과적 수술 병력, 측두하악장애 등의 여러 원인 요소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데(Pirttiniemi, 1994), 이 중 측두하악장애와 악안면 기형 간의 관계는 그 인과 

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성장 중의 악관절에 집중되는 구조적 외력으로 

인한 하악골 성장의 변화나(Shen and Darendeliler, 2005) 성장이 끝난 하악과두의 

퇴행성 변화가 안면 골격 및 교합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Mongini, 1983; Schellhas et al., 1993), 악관절 내장증으로 인하여 악안면 

골격의 변화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변화된 골격의 형태나 

교합의 문제로 인하여 하악의 생역학적 환경이 달라질 경우, 그 결과로 인하여 

관절원판 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존재한다(Inui et al., 1999). 악관절 

내장증과 안면 골격 변형 간의 관계는 단순 인과 관계로 보기 보다는 지속적인 상호 

영향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악관절 내장증과 안면 골격 변형 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하여, 편측 악관절 

내장증으로 인한 하악 비대칭의 유발에 대한 연구가 소아와 성인, 또 동물 실험을 

통하여 시행되어 왔다(Inui et al., 1999; Maglione et al., 2013; Nakagawa et al., 

2002; Schellhas et al., 1993; Trpkova et al., 2000). 14세 미만의 소아들만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소아환자에서 측두하악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정상적인 

안면골의 발달에 영향을 주어 하악 비대칭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Schellhas 

et al., 1993), 이를 증명하기 위해 Legrell 등, 고 등은 어린 토끼에서 편측 

측두하악관절원판을 외과적으로 변위 시켜 나타나는 악안면 골의 비대칭 성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악의 성장을 이끄는 과두 원판 복합체의 

장애가 하악 비대칭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Legrell and Isberg, 1999; 

고재용, 2000). 악관절 내장증 여부와 전후방 두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두개 계측 

연구들에서,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을 가지는 집단에서 하악 측방 변위, 교합 평면, 

하악 평면의 편위가 더 크게 나타나고(Inui et al., 1999), Antegonion 및 Ment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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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정도가 크며(Nakagawa et al., 2002; Trpkova et al., 2000), 하악 뿐 아니라 

과두-상악 복합체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저성장 변화가 진행 된다고 보고 

하였다(Maglion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부 중심의 편위 여부에 따라 구분한 

대칭군과 비대칭군에서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이 나타나는 빈도를 비교함으로서 하악 

비대칭과 악관절 내장증 간의 상관 관계를 증명하려 하였는데, 대칭군의 35.2%, 

비대칭군의 68.6%에서의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이 나타났으며 4.018의 높은 

오즈비를 보여(Table 5-1, 5-2) 하악 비대칭과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 간의 높은 

연관성을 지지하였다. 각각의 관절을 따로 조사하였을 경우에는 대칭군과 비대칭군 

간에 악관절 내장증 심도의 분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반적인 

관절에서의 악관절 내장증의 유병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악관절 내장증이 발생한 곳에 하악 성장 저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양측성 악관절 내장증과 전후방 골격 관계, 특히 하악 후퇴증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양측성으로 유사한 정도의 악관절 내장증을 보이는 자들을 

대상으로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을 통한 두개 계측 연구를 시행하였을 때,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가 심한 군에서 짧은 후안면 고경 과 하악지의 길이, 하악골의 

후방 회전 및 하악 후퇴위 등의 측모를 나타내었고(Ahn et al., 2004; Bryndahl et al., 

2006; Byun et al., 2005; Yang et al., 2012), 이는 증상이 있는 악관절 내장증의 

환자에서 보다 큰 골격의 변화를 보였다(Sakar et al., 2011). 성장중인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 연구에서도 인위적으로 양측성 관절원판 변위를 유도시켰을 때 상, 

하악골의 수평적 성장 장애가 일어남을 확인하여 양측 악관절 내장증이 하악 

후퇴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Bryndahl et al., 2006). 반대로, 

시상면에서의 전후방 안면 골격의 형태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골격성 II급 부정교합군은 III급 부정교합군에 비하여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후안면 고경에 대한 전안면 고경이 크고 개방교합성 골격 

형태(hyperdivergent profile)를 가질수록 심한 악관절 내장증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Ju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칭군과 비대칭군을 따로 구분한 뒤 각각 집단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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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차를 조사하였다. 대칭군의 골격성 II급 부정교합군은 골격성 1, III급 

부정교합군에 대하여 유의성 있는 분포의 차이를 보였는데(Table 6-1, 6-2), 전체 

관절을 토대로 한 통계 분석에서 비복위성 악관절 내장증을 보일 확률이 I급, III급 

군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Table 8-1, 8-2), 양측성 악관절 내장증과 하악 

후퇴증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비대칭군에서는 전후방 골격 관계 간에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Table 7), 그 이유는 

비대칭군의 경우, 편측 악관절 내장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편측성 관절원판 변위로 인하여 편측 하악의 성장이 저하가 있다 

하더라도 반대측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또는 과성장으로 진행 될 경우 측모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후방 골격 관계군에 따른 분포 차이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편측 악관절 내장증이 발생한 쪽에 따라 하악 골격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대로 하악이 편위된 측과 편위 반대측의 악관절의 상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양방향에서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먼저 편측 악관절 내장증을 가지는 환자 군을 

대상으로 전후방 두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두개 계측 연구 결과, 편측성으로 

진행된 악관절 내장증이 있을 경우, 주로 이환측의 하악지의 길이가 짧게 나타나고, 

이환측으로 편위된 이부를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Ahn et al., 2005; Nakagawa et al., 

2002; Trpkova et al., 2000). 반대로 하악의 편위된 방향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을 

조사하였을 때에도, 하악지가 짧은 쪽, 과두 길이가 짧은 쪽, 이부 편위가 발생한 

쪽의 악관절에서 관절 원판 변위 및 변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Choi 

et al., 2011; Tallents et al., 1991; Zou et al., 2005; 최영윤 et al., 2003). 본 

연구에서의 결과도 이전의 결과와 유사하게 이부 편위가 있는 하악의 편위측에서 

악관절 내장증을 보일 확률을 비편위측과 비교하였고 하악이 편위된 측에서 악관절 

내장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OR=9.303)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Table 9-1, 9-2).  

편위측과 비편위측 각각에서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각 관절의 악관절 

내장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 연구에서, 비편위측은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Table 11-1, 11-2), 편위측의 골격성 I, II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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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골격성 III급 군에 대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고 높은 오즈비(OR=5.435, 

7.411, table 10-1, 10-2)를 보였는데, 이는 반대로 생각 할 때, 편위측에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군에서 1, II급 부정교합군에 비하여 심한 악관절 내장증을 보일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군, 즉 하악 전돌의 측모를 갖는 

비대칭 환자의 경우 비대칭의 원인이 악관절 내장증에 있기 보다는 편위된 반대측의 

하악과두 및 하악지의 과성장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Ahn 

et al., 2005). 하지만 Choi 등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이 있을 경우 이부가 이환측으로 편위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 한 바 있고(Choi et al., 2011), 본 연구의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군에서도 

비대칭군이 대칭군에 비하여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비대칭의 편위측에서 비편위측에 비하여 정상 관절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군에서도 하악 비대칭과 악관절 내장증이 유의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단,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군의 관절에서는 정상 

관절군이 다른 골격 관계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 연관성은 다른 

골격 관계군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적으로 악안면 기형 및 측두하악관절의 치료 전반에 활용 

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은 현재까지 사용되는 여러 영상기법 중에서 

측두하악관절의 관절 원판 위치 및 형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진단 방법으로 

판독자내, 판독자간 결과 변이가 적으므로 관절 원판 변위의 표준 진단 방법으로서의 

사용이 용이하다(Tasaki and Westesson, 1993). 하지만 모든 악안면 기형 환자에 

있어 측두하악관절의 평가를 위한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동의 

부분이나 비용적인 면에 있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고 환자의 주소 해결에 

있어 과도한 검사 처방일 수 있으므로 대부분 수술 전 간단한 임상 방사선학적 

검사만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퇴행성 변화나 증상이 없는 측두하악관절의 

상태는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술전 악관절 

내장증이 증상이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면, 이는 수술 후 기능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통증, 기능 제한 등의 증상과 더불어 심할 경우 퇴행성 변화까지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술전에 존재하는 잠재적 악관절 내장증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Jung et al., 2013). 본 연구는 악안면 기형을 가진 자들의 골격 형태에 따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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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를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잠재적 악관절 

내장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 임상가들에게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골격성 II급 및 안면 비대칭에 국한되었던 연구들에 비하여 

다양한 골격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자기공명 영상 검사 결과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장점을 가지지만,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이 하나 이상의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이나 악안면 기형을 주소로 내원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악관절 내장증의 유병율과 관련된 결과를 

일반인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악 비대칭의 분류를 

이부 중심의 편위라는 하나의 계측점만을 이용하여 분류하여, 상하악골의 다양한 

부분 요소에 의해 발현되는 다양한 종류의 안면 비대칭을 편위 방향과 이부 중심의 

위치 변화량에 의해서만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전후방적, 좌우 성장 부조화를 가지는 안면 골격에서 성장이 저하된 

곳의 악관절 내장증의 심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측모 골격의 형태와 비대칭의 유무에 

의한 일종의 경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임의 

추출한 전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계획 되거나, 성장 중의 악관절 내장증의 

변화와 골격 형태 변화에 관한 종적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악관절 내장증과 안면 

골격 형태의 변화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악안면 기형과 악관절 내장증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골격의 

전후방적 관계 및 하악 비대칭의 방향성에 따라 좌우 악관절 내장증의 발현 빈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악안면 기형이 있는 환자가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게 되거나 혹은 악안면 기형에 대한 골격적 개선을 위한 

악교정 수술을 시행 받게 될 경우에 환자가 특별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하악의 

변위측 또는 하악 후퇴증의 측모를 가질 경우 편측성 혹은 양측성으로 악관절 

내장증이 발생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여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및 술 후 상태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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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전후방적 골격 관계, 하악 비대칭의 유무 및 하악의 편위 방향과 

악관절 내장증간의 연관성을 조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비대칭군은 대칭군에서보다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01, OR=4.018).  

2. 대칭군의 골격성 II급 부정교합군은 골격성 I급, III급 부정교합군에 

비하여 양측 비복위성 악관절 내장증의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p<0.0001). 비대칭군에서는 세 군 모두에서 편측성 악관절 

내장증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군 간에 통계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p=0.0546).  

3. 대칭군에서 골격성 II급 부정교합군의 각 관절에서 I급, III급 

부정교합군의 관절에서보다 심도의 악관절 내장증을 보일 확률은 오즈비 

7.217, 25.941의 비율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비대칭군의 편위측은 비편위측에서보다 진행된 악관절 내장증을 가질 

확률이 오즈비 9.303으로 높게 나타났다. 편위측의 I급, II급 

부정교합군에서는 III급 부정교합군에 비하여 심한 악관절 내장증이 

나타날 확률이 오즈비 5.435, 7.411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편위측에서는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악관절 내장증의 분포에 있어 통계적 유의차를 

보였으나, 비편위측에서는 전후방 골격 관계에 따른 군 간의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악관절 내장증이 안면 골격의 전후방 관계 및 비대칭 양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임상적으로 악안면 기형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예후 평가에 있어, 측두하악관절에 대한 이해에 다소의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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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of temporomandibular joint internal 

derangement according to mandibular asymmetry and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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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re 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type of 

skeletal deformities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 If one has temporomandibular disorder 

unilaterally or bilaterally, his facial skeletal growth can be influenced and skeletal deformities such 

as facial asymmetry and anteroposterior discrepancy of maxillomandibular complex can be 

developed. Skeletal deformity shows diverse patterns with canting of maxillary occlusal plane, 

differences of both ramal height, body length, deformation of condylar components, according to 

the onset of the disease, compensation of the masticatory muscles, and inherent growth pattern.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174 patients who visited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of Gangnam Severance Hospital between January 2007 and December 2013, and who 

underwent posteroanterior, lateral cephalogram and magnetic resonance images examination for 

more detail diagnostic analysis of their facial deformity or temporomandibular disorder. Symmetry 

and asymmetry groups were devided according to the posteroanterior cephalogram, and three 

lateral skeletal group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nteroposterior maxillomandibular 

relationship on the lateral cephalogram. Magnetic resonance images of right and left 

temporomandibular joint were investigated for evaluation of disc internal de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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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asis of classification of asymmetry and symmetry groups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menton and facial midline and lateral skeletal classification by ANB, and, prevalence of 

various temporomandibular joint internal derangment in MRI was investigated and distributed to 

each frontal and lateral skeletal group. And status of joints in shifted and non-shifted side, that is 

divided by relative position of menton toward midsagittal reference line, was also evaluat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was performed, and we calculated 

Odd's ratio (OR) between each group.   

The percentage of unilateral internal derangement in asymmetry group was higher than in 

symmetry group, and it had significant difference (p<0.0001, OR=4.018). In symmetry group, 

skeletal class II group had strong association with BiDDsR (Bilateral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group, and skeletal class III group showed more BiNP (Bilateral normal disc position) 

group (p<0.0001). In asymmetry group,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lateral skeletal groups about TMJ internal derangement (p=0.0546), but all of three skeletal 

groups had higher tendency of side dominance of both TMJ. In symmetry group, each joint has 

higher occurrence of more severe internal derangement in skeletal class II group than skeletal I or 

III group (OR=7.217, 25.941). In asymmetry group, joint status of shifted side showed more 

advanced internal derangement than non-shifted side (p<0.0001, OR=9.303). Joint status of shifted 

sid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keletal I and III groups (p=0.0029), and II and III groups 

(p=0.0022). Whereas in non-shifted sid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ateral 

skeletal classification (p=0.1431). 

Temporomandibular joint internal derangement can affect to the growth of mandibular condyle, 

also ramus and body, and it can cause mandibular asymmetry or retrognathia. In this study, not only 

confirmation of simple associations between facial asymmetry and internal derangement, but high 

relationship between lateral skeletal profile and direction of facial asymmetry were also confirmed 

significantly. It gives clinically useful information on status of temporomandibular joint for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of patients with various dentofacial deformity.  

 

 

Key words: Mandibular asymmetry, Anteroposterior jaw relationship, Dentofacial(craniofacial) 

deformity, TMJ disc internal derangement, Temporomandibular disorder, Magnetic 

resonance 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