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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TREATMENT OF RECURRENT TMJ DISLOCATION
BY EMINECTOMY WITH DISC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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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Various treatment methods have been utilized for recurrent dislocation of the TMJ (temporomandibular j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effect of the eminectomy with discoplasty that had been performed in patients with TMJ luxation.
Materials and Methods: Twenty patients (22 joints), whose diagnosis were TMJ dislocation were selected in 772 patients (871 joints)
who had been underwent TMJ surgery between 1988 and 2000. The select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I (12 joints)
was the habitual-luxation group which involves the recurrent TMJ dislocation patients. Group II (10 joints) was the open lock-history
group which involves the patients who had more than two episodes of TMJ luxation and TMJ disorders. The history of TMJ luxation,
maximum mouth opening and other TMJ signs and symptoms before and after surgery were reviewed.
Results: In group I, one patient who had been underwent both TMJ operation had a intermittent locking, but it disappeared after
post-operative 32 months. In group II, intermittent pain was present in one patient who had bruxism, but it was disappeared by splint
therapy. No more TMJ dislocations and other pains were checked in other patients of group I and II.
Conclusion: Eminectomy with discoplasty may be used to successfully treat the TMJ habitual luxation accompanied with abnormal
condition of the disc-condyle complex.
Key words : Temporomandibular joint, Dislocation, Eminectomy, Discoplasty

Ⅰ. 서 론
악관절의 탈구(dislocation, luxation)는 하악과두가 관절융기보
다 전방에 위치하면서 폐구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서, 하악
과두가 관절융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활주운동을 보이나 어려움
없이 폐구위로 복위되는 과운동(hypermobility)과는 구분된다. 악
관절 탈구는 과두돌기가 악관절내의 정상위치에서 벗어나 정복
되지 않는 것으로서 환자가 스스로 전위된 악골을 정복할 수 없
는 경우나 외력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 있는 상태를 진성탈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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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탈구, true luxation)라 말하며, 악관절 내에서 과두돌기가 정상
위치에서 변위되더라도 단 시간 내에 환자가 스스로 악골을 정
복할 수 있는, 부분적이고, 일시적 또는 불완전한 탈구상태는 아
탈구(subluxation)라고 한다. 또한 시간과 빈도에 따라 급성
(acute), 지연성(prolonged) 및 재발성(습관성, recurrent or habitual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1,2). 습관성 탈구의 경우 과도한 운동범
위를 보이며 탈구 시에는 폐구가 불가능하고 동통을 동반하며,
정복후에도 잔존 동통이 있을 수 있다. 탈구가 계속 반복되면 관
절원판의 복위성 또는 비복위성 변위 등이 나타나게 된다3-7).
치료법으로는 급성 탈구인 경우 수동 정복술(manual reduction)
과 개구제한 또는 악간고정 등이 사용되며, 만성적으로 재발되
는 습관성 탈구인 경우 악관절 내로의 경화제 주입요법8)이나 외
측익돌근 절제술9), 관절낭 결찰술(capsular plication) 및 하악과두
절제술10), 하악과두 절단술11), 관골궁 이단전위술(down fracture of
zygomatic arch)12), 매식체를 이용한 하악관절융기 증대술(augmentation of articular eminence)12,13), 하악관절융기 절제술(eminec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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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y, reduction of articular eminence)14) 등이 소개되었다.
저자 등은 악관절 탈구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 관절융기 절제술
과 동시에 변위된 악관절원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장기간
추적 관찰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치료의 효용성에 대해 보고
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988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턱관절클리닉에서 수술을 시행 받은 772명 871관절 중에서 습관

성 악관절 탈구가 주소인 환자 11명, 12관절(I 군)과 악관절 내장
증과 함께 습관성 악관절 탈구의 병력이 2회 이상 있었던 환자
중 수술 후 추적관찰이 되지 않은 1명(1관절)을 제외한 9명, 10관
절(II 군)을 포함하여 총 20명, 22관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은 비기관 삽입에 의한 전신마취 하에 통상적인 전이개 절
개(pre-auricular incision)를 통해 접근하였다. 관절융기를 노출시
킨 후 전동 골 파일(reciprocating electrical bone file, Zimmer,
Germany)을 이용하여 최대 개구 후 폐구시에 과두 걸림 없이 과
두 및 관절원판의 정상복위가 가능하도록 관절융기를 삭제하였
다(Fig. 1 과 2). 관절원판을 포함한 관절복합체의 병적인 소견이

Table 1. Group I (Habitual Luxation Group)

Pt.

Side

Age

Sex

Duration
(month)

Maximum
mouth opening (mm)
Chief complaint

Status of joint

Operation

Follow-up
(month)

Pre-op

Post-op
6 months

Latest
follow-up

Recurrence
after
surgery

1

Lt.

27

F

84

Open lock,
Pain(open&bite)

ADsR,
Adhesion

D/P+E+C

48

35

35

45

no

2

Rt.

19

F

36

Open lock,
Pain(bite)

Normal,
Adhesion

D/P+E

12

50

47

45

no

3

Lt.

25

F

48

Open lock,
Loud sound

ADcR,
Adhesion

D/P+E

24

50

45

55

no

4

Rt.

27

M

24

Open lock

ADcR

D/R+E

60

50

45

50

no

5

Lt.

23

F

60

Open lock,
Pain(bite)

ADsR

D/P+E

12

50

50

51

no

6

Rt.

25

M

12

Open lock,
Pain(bite)

ADsR

D/P+E

12

45

42

45

no

7

Lt.

34

F

24

Open lock

Normal

D/P+E

36

55

40

45

no

8

Rt.

23

F

24

ADsR

D/P+E

43

50

30

45

no

Lt.

23

ADcR

D/R+E

36

50

40

45

yes*

9

Rt.

24

M

60

Open lock, Pain
(open),Sound

ADsR

D/R+E

21

65

65

65

no

10

Lt.

30

M

84

Open lock,
Pain(open&bite)

ADcR

D/P+E

36

40

50

50

no

11

Lt.

18

F

24

Open lock, Pain
ADcR,
(open&bite), Sound Adhesion

D/P+E

84

30

33

40

no

35.3

47.5

43.5

48.4

Mean

24

42.0

Open lock,
Pain(open&bite)
Open lock

Pt.: Patient, Normal: normal disc position, ADsR: 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ADcR: 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P: Discoplasty, D/R: Discorrhaphy, E: Eminectomy,
C: Condyloplasty.
* intermittent 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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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up II (Open Lock History Group)

Pt.

Side

Age

Sex

Duration
(month)

Maximum
mouth opening (mm)
Chief complaint

Status of joint

Operation

Follow-up
(month)

Pre-op

Post-op
6 months

Latest
follow-up

Recurrence
after
surgery

12

Lt.

39

F

2

Pain(open&bite)

Normal,
Perforation

D/R+E

24

35

43

47

no

13

Lt.

24

M

84

Pain(open&bite),
Sound

ADsR

D/R+E

36

55

40

50

no

Rt.

25

84

Pain(open&bite),
Sound

ADsR

D/P+E

23

40

45

50

no

14

Lt.

17

M

6

Pain(open)

ADsR

D/P+E

6

30

55

55

no

15

Rt.

24

F

7

Pain(open&bite)

Adhesion

D/P+E

12

32

43

38

no

16

Rt.*

24

F

8

Pain(open&bite),
Sound

ADsR

D/P+E

84

40

52

45

no

17

Lt.

32

F

5

Pain(open&bite)

ADsR

D/P+E

24

45

45

55

no

18

Lt.

42

F

1

Pain(open&bite)

ADcR,
Adhesion

D/P+E

6

35

42

45

no

19

Rt.

20

F

1

Pain(open&bite)

Adhesion

D/P+E

6

25

42

42

no

20

Lt.

18

F

24

Pain(open&bite),
Swelling

Adheson

D/P+E

84

30

33

40

no

30.5

36.7

44.0

46.7

Mean

22.2

Pt.: Patient, Normal: normal disc position, ADsR: 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ADcR: 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P: Discoplasty, D/R: Discorrhaphy, E: Eminectomy.
* bruxism

Fig. 1. Eminectomy using electrical bone file.
E: Articular eminence, F: Electrical bone file,
*: Glenoid fossa.

Fig. 2. Schematic drawing of eminectomy. The
reduced articular eminence enables the mandible to
close easily even if the condyle head dislocated
anteriorly. C: condylar head, E: articular eminence,
G: glenoid fossa, M: auditory me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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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에는 악관절원판 성형술(discoplasty, discorrhaphy)을 동시
에 시행하였다(Table 1 과 2). 하악의 전후방 및 최대 개구운동을
시행하여 과두 걸림의 유무를 확인한 후 창상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봉합하였다. 술후에는 2일간 압박드레싱을 시행하였고 술
후 2�3일째부터 구강내 장치를 장착하였으며 술후 4일째부터는
초음파치료와 온열요법 등의 물리치료 및 개구연습을 통해 정상
적인 악기능의 회복을 유도하였다.
두 군의 환자들에 대하여 술전 환자의 주소, 증상 발현기간, 최
대개구량, 관절원판의 상태(자기공명영상사진 및 수술소견), 수
술방법, 최종 추적관찰기간 그리고 최종 최대개구량, 관절잡음,
관절통의 변화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Ⅲ. 결

과

조사대상 환자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본원에서 악관절 수술
을 시행받은 환자의 약 2.6%(20/772)를 차지하였으며 여자가 14
명으로 2.3배정도 높은 빈도를 보였고 나이는 I 군이 평균 25.0세
(18�34세), II 군은 평균 26.7세(17�42세)였다. 술후 평균 추적 관
찰기간은 33.0개월(6�84개월)이었다(Table 1 과 2).
I 군의 환자는 습관성 악관절 탈구를 주소로 내원하였던 환자
들로서 평균 42개월의 증상발현기간을 보였고 술전 최대개구량
은 평균 47.5mm였으며 8관절(66.7%)은 탈구 이외에 악관절 부위
동통을 호소하였다. 술전의 자기공명영상사진과 수술소견에서
비정상적인 관절원판 위치 및 상태를 보인 경우는 11관절(91.7%)
로서 한 관절을 제외하고 모두 이상소견을 보였다. 정상적인 관
절원판 위치를 보인 한 관절은 수술시 관절유착이 관찰되었다.
이들은 모두 하악관절융기 절제술과 악관절원판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며, 증상 발현 기간이 길었던 환자 1은 하악과두의 병적인
형태이상이 존재하여 과두성형술(condyloplasty)을 동시에 시행
받았다. 술후 평균 35.3개월의 최종 관찰기간 이후 평균 48.4mm
의 최대개구량을 보였다. 환자 8을 제외하고 술후에 더 이상의
탈구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환자 8의 경우 술전에는 양측 악관절
의 습관적 탈구가 있었으며, 우측 악관절 수술 후 좌측의 악관절
탈구가 적은 빈도이지만 지속되어 좌측 악관절원판 성형술 및
관절융기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에는 탈구 횟수가 감소하였고
본인 스스로의 정복이 가능하였으며 술후 32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II 군의 환자들은 악관절 내장증 증상과 함께 2회 이상의 악관
절 탈구 병력이 있었던 환자들로서 대부분의 환자는 개폐구시의
악관절 동통이 주소였으며 평균 22.2개월간의 증상발현기간을
보였고 술전 최대개구량은 평균 36.7mm였다. 이들은 모두 관절
원판의 복위성 혹은 비복위성 변위나 천공 또는 유착 등이 하나
이상 존재하였다. 이들은 모두 하악관절융기 절제술과 악관절원
판 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술후 평균 30.5개월의 최종 관찰기간
이후 평균 46.7mm의 최대개구량을 보였다. 이갈이를 동반했던
환자 16의 경우 구강내 장치를 수면 중에 계속해서 장착한 이후
에는 더 이상의 동통은 없었다(Table 2). I 군과 II 군 모든 환자에
게 술후 운동신경의 약화나 감염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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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악관절 탈구는 하악과두부의 골절시에는 여러 방향으로 발생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근육활동에 의한 개구중에 발생되는 탈
구는 전방탈구로서 이때는 외상없이 발생할 수 있다14). 악관절
탈구시의 증상으로는 급성인 경우 폐구 불능과 비이완측으로의
하악골변위, 하악전돌과 같이 길어진 안모에 의한 3급 부정교합
관계, 악관절 동통 등이 발생되며 때로는 이명이 발생되기도 한
다. 악관절 탈구가 발생되는 평균연령은 40대 중반이 많으며 여
성에게서 약 2배 정도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병률은
보고자에 따라 다양하나 악관절 질환자의 약 2�5%를 차지한다
15,16)
. 본 연구에서는 평균연령이 약 26세로서 낮은 편이었으며, 여
성이 남성 보다 약 2.3배 높게 발생되었다.
습관성 악관절 탈구의 알려진 원인 요소로는 phenothiazine의
투여에 의한 저작근의 경련, 근신경계질환, 그리고 Angle씨 분류
II division 1 부정교합환자와 부적합한 보철물을 장착한 무치악
환자에서 과도한 하악 이동범위에 의한 관절낭과 인대의 신장
등이 있으며, 오랜 시간의 치과진료, 과도한 하품, 외상 등이 악
관절 탈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반
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 개구운동 시에 악관절낭과
인대가 이완되어 하악과두돌기가 관절원판의 전방부 보다 더 하
악관절융기의 전방으로 탈구되고, 근 수축이나 경련이 발생되어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며,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
는 경우에 습관성 탈구로 발전된다16).
고고 인류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원시인들은 얕은 하악관절와
와 낮은 경사도의 하악관절융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 하악
골이 탈구되지 않고 상당한 범위의 과두운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음식물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높은 경사도의 하악관절융기와 깊은 하악관절와를 보여 습관성
탈구를 일으키기 용이하게 되었다. 특히, 과교합을 보이는 경우
에는 높은 경사도의 하악관절융기와 깊은 하악관절와를 보여 습
관성 탈구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런 경우 개구시에 관절원판
의 후방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어, 개구량이 증
가될수록 관절원판이 하악과두 후방으로 이동되어 탈구가 발생
할 수 있게 된다14). 그러나 하악과두가 과두 걸림이 없이 하악관
절융기의 전방으로 운동하는 것은 병적인 상태는 아니며, 습관
성 탈구 환자에게 있어 반드시 높고 깊은 하악관절융기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고도 있다17). 따라서 높은 경사도의 하악
관절융기와 깊은 하악관절와는 악관절 습관성 탈구의 여러 가지
원인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18). 또한 탈구의 원
인요소로 신경근육계의 부조화 또는 비정상을 지적하는 저자들
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술전에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최대
개구 후 폐구시에 외측익돌근의 지속적인 수축으로 하악과두의
후방이동이 제한되어 발생된다고 한다4).
일반적으로 악관절 탈구의 진단은 앞서 언급한 임상증상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습관성 탈구인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면서 과
두-관절원판 복합체의 관계에도 이상이 발생되어 관절원판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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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혹은 비복위성 변위, 그리고 천공, 유착 등이 발생되어 탈구
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증상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악관절의
동통이나 관절잡음, 근육통 및 두통 등을 호소하게 된다4-7). 본 연
구에서도 I 군 환자의 66.7%(8/12 관절)가 탈구 외에 한가지 이상
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술전 MRI와 수술소견에서 관절
원판의 이상이 91.7%(11/12 관절)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II군에서
는 모든 환자에게 있어 악관절 부위 동통과 관절원판의 이상 소
견이 관찰되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습관적 탈구는 악관절
구조물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악관절의 골관절증(osteoarthrosis)
을 일으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으며3), 본 연구에서도 7년의 증상
발현기간을 가진 한 환자에서 과두의 변형이 관찰되었다(환자
1).
급성 탈구의 경우, 자발적인 복위가 불가능할 때는 구강내 하
악 구치부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하방으로 눌러주는 수동정복술
이 널리 사용되지만, 전이개 부위에서 하악과두를 후하방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당기는 방법도 소개되었다19). 습관성 탈구의
비외과적 치료방법으로는 되새김요법, 교합조정술, 보철, 교합안
정장치, 약물요법, 4�6주간의 악간고정술, 관절강내 경화제 주
입요법 등이 있다7). 경화제 주입요법은 STD(0.5%, sodium tetradecyl sulphate)나 BTA(Botulium Toxin type A)8,20) 등을 주사하여 관절
낭 주위 조직의 섬유화를 유도하여 과두의 전방운동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습관성 탈구의 외과적 치료방법은 1980년대까지 여러 술자들
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술후 저작기능의 저하 및 교합이상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의 탈구 후 유착에 의해 정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10). 하악과두 절단술도 이용되
었으나 술후 20�30%의 재발률이 보고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현
재에는 보고되는 문헌이 없는 실정이다11). 탈구시에 과두가 관절
원판보다 더 전방으로 이동됨에 착안하여 원판을 과두전방부에
고정시키는 술식도 이용되었으나 술후 다른 악관절증상을 야기
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관절원판에 의한 걸림을 제
거하고 관절강의 수직공간을 늘려주기 위하여 관절원판을 완전
히 제거하는 관절원판 절제술(discectomy)도 이용되었으나 이 술
식 단독으로는 급경사의 하악관절융기에 의한 탈구를 예방하지
는 못하였다14).
개구를 억제시키는 방법으로는 탈구시에 느슨해지는 관절인
대에 흉터를 형성하는 관절낭결찰술이나 과잉 수축되는 외측익
돌근을 분리시키는 외측익돌근 절제술과 측두건(temporalis tendon)을 단축시켜 개구량을 제한하는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다9,21).
하악지 수직 골 절단술(vertical ramus osteotomy, VRO) 이후 발
생되는 근심골편의 하방이동을 이용하는 보고도 있다16). 이 수술
법은 구강내로 혹은 구강외로 이루어지며 술후 2주간의 악간고
정과 2�4주간의 주의깊은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부주의시 개교
합 등의 부정교합이 발생될 수도 있다.
탈구 시에 하악과두가 하악관절융기의 풍융부를 지나 전방부
로 이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골궁 이단전위술(down fracture of
zygomatic arch, Le Clerc and Girard technigue)이 소개되었으며12),
골이식술을 시행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매식체를 이용한 증대술

(augmentation of articular eminence)이 현재 여러 술자들에 의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22). Undt 등6)은 관골궁 이단전위술을 이용하
여 9명의 습관성 탈구 환자를 치료한 결과 술후 하악과두의 전방
이동량은 감소하였으나 하악의 최대개구량은 술전과 차이가 없
었고, 3명의 환자에게서 탈구가 재발하였으며, 4명은 악관절 통
증을 호소하였고, 7관절에서 관절잡음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그는 같은 수술방법을 사용한 이전의 보고들이 악관절
의 탈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악관절통과 관절잡음 및 근육통이나
두통 등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하고서 더 이상 습관성 탈구의 치
료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였다14).
그 외 관절경을 통하여 관절원판 후조직에 흉터를 만들거나23),
활액막 하부에 경화제를 주입하거나2), 원판후조직을 결찰하는
방법24)으로 개구량을 제한시켜 탈구를 방지하는 수술법이 소개
되고 있으나 아직 장기간의 연구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가장 많이 보고되는 술식으로는 1951년 노르웨이의
Myrhaug14)가 처음으로 소개한 하악관절융기 절제술로서 하악과
두의 운동을 제한하지 않아 정상적인 악관절 구조를 보존하는
수술방법으로서 많은 술자들에 의하여 조금씩 수정되었다. 초기
에는 가파르고 높은 관절융기를 가진 환자에 대해 관절융기절제
술을 추천하였으나14), 평편한 관절융기를 가진 환자에서도 이 수
술을 이용하여 관절강을 넓혀주고 상관절강 공간을 증가시켜 관
절원판과 하악관절와의 마찰을 감소시킴으로써 탈구를 치료하
기도 한다25). 이러한 관절융기 절제술은 편측 또는 동시에 양측
을 시행할 수 있으며26) 흔히 악관절 탈구는 한쪽 관절의 탈구가
우선 일어난 후 반대측이 뒤따르는 양상을 보여 본 증례들에서
는 먼저 탈구가 발생되는 편측의 악관절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술후에 대부분에서 더 이상의 재발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한 명
의 경우 빈도는 감소하였으나 반대측의 탈구가 계속 발생되어
반대편의 수술도 시행하였다.
술후 합병증에 대해서는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하악관절
융기 절제술 이후 관절유착이 보고되었으며, 술후 남겨진 골조
각에 의해 관절잡음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다7,27). 또한 하악관절
융기의 전방으로 골증식체(osteophyte)가 다시 형성되기도 하였
으나, 이 경우에도 탈구의 재발은 없었다7). 따라서 술후 일반적인
악관절 수술에 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술중에 충분한 세척
이 요구된다. Undt 등7)은 14명을 대상으로 하악관절융기 절제술
을 시행한 결과 재발은 없었고 5명은 술전의 악관절통이 제거되
었음을 보고하면서 습관성 탈구의 치료를 위한 하악관절융기 절
제술은 탈구 뿐만 아니라 다른 악관절 증상의 치료를 위해 적극
추천할 만하다고 하였다. Holmlund 등5)은 습관성 탈구 환자에 대
하여 관절원판의 위치에 상관없이 12명은 하악관절융기 절제술
만을 시행하고, 7명은 관절원판의 상태에 따라 악관절원판 성형
술을 같이 시행한 후 결과를 비교하여 67%와 100%의 성공률 차
이를 보고하면서, 탈구의 치료 뿐만아니라 악관절통, 관절잡음,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악관절융기 절
제술 외에 변위된 관절원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을 지적하였
다.
본 연구에서 악관절 탈구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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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술후에 최대개구량이 감소함으로써 과개구로 인한 탈구를 예
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수술후 오
히려 술전보다 최대개구량이 더 증가하였음에도 추적기간동안
폐구시 과두걸림이 없었다는 것은 관절융기 절제술의 효과로 추
정할 수 있다.
탈구의 원인으로 신경근육계의 부조화가 있는 경우, 구내장치
와 근이완제를 이용하여 외측익돌근의 수축을 이완시켜주는 것
이 필요하다4). 본 연구대상의 환자들도 술후 1일부터 근육이완제
를 복용하였으며, 술후 2일부터는 구강내장치를 장착하였고, 술
후 4일부터는 온찜질과 초음파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신경근육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Ⅳ. 결

론

저자 등은 1988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영동세
브란스병원 턱관절클리닉에서 습관성 악관절 탈구가 주소였던
환자 11명, 12관절(I 군)과 악관절내장증 환자 중 습관성 악관절
탈구의 병력이 2회 이상 있었던 환자 9명, 10관절(II 군)을 포함하
여 총 20명, 22관절을 대상으로 하악관절융기 절제술과 악관절원
판 성형술 등을 시행하고 6개월에서 84개월의 장기 추적조사 결
과 I 군의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탈구 증상의 재발이 없
었다.
악관절의 습관성 탈구에 대한 외과적 치료법의 하나인 하악관
절융기 절제술은 과두의 탈구시 폐구를 방해하는 관절융기의 높
이를 낮추어 줌으로써 과두 걸림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술후
에 관절강이 확대되어 조직이 눌려 발생될 수 있는 통증을 완화
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악관절원판 성형술을 같이 시행할 경
우 넓어진 관절강으로 인해 관절원판의 정복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수 있으므로 악관절 원판 변위를 동반한 습관성 악관절 탈
구의 외과적 치료시, 하악관절융기 절제술과 악관절원판 성형술
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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