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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치료 유형 분석  

(지도 교수: 허 종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유 태 영 

 

개구장애는 측두하악장애의 3대 증상 중 하나로서,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치료는 단순하지 않다. 개구장애는 측두하악장애, 외상, 종양, 감염 등 다양

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각각의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개

구장애의 진단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정상 개구량 및 개구장애의 범

위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본 연구는 개구장애의 다양한 원인 중에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측두하악장애

에 초점을 맞추어,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구

강악안면외과에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 개구장애의 조건을 만족하

는 19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치료 전, 후 최대 개구량을 측정하여, 치료 

성공률 및 개선도를 알아보았다. 개구장애의 원인에 따라 관절 및 근육장애, 퇴행성 

관절질환, Joint diseases로 나누었고, 치료 방법은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로 나누

었다.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중 관절 및 근육장애 군과 퇴행성 관절질환 군

은 보존적 치료에 효과적으로 개구장애가 개선되었고, 퇴행성 관절질환 군과 Joint 

disease 군은 외과적 치료에 유의하게 개구량의 증가를 보였다(p<0.001). 관절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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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장애 군의 장치 치료는 개구장애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퇴행성 관절질환 군의 장치 

치료도 개구장애 개선에 효과적이었다(p<0.001). 관절 및 근육장애 군과 퇴행성 관절

질환 군 간의 개구장애 개선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07). 하지만 퇴행성 

관절질환 군이 관절 및 근육장애 군에 비해 장치치료를 받은 확률이 2.449배 높았다

(p<0.001).  

본 연구를 통해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에 대해 원인 별로 치료방법과 

치료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는 임상적으로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단어: 측두하악장애, 개구장애, 관절 및 근육 장애, 퇴행성 관절질환, Joint 

diseases, 보존적 치료, 외과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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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치료 유형 분석 

 

(지도 교수: 허 종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유 태 영 

 

I. 서론 

 

개구장애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며, 이는 관절잡음, 통증과 더불어 

측두하악장애의 3대 증상 중 하나이다. 그만큼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이에 대한 치료는 단순하지 않다. 대개 개구장애는 측두하악장애, 외상, 

종양,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각각의 원인들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개구장애의 진단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정상 개구량 및 

개구장애의 범위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1-5. 

개구장애가 발생하면, 환자는 음식섭취가 힘들고, 구강 위생이 불량해지고, 

치과치료도 어려워진다. 나아가서 환자는 언어장애가 일어나고, 안면외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개구장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구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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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측두하악장애는 개구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분류된다. 

측두하악장애 중에서도 저작근 이상, 비정복성 또는 정복성 관절원판변위, 관절낭염 

이나 원판후 조직염 등의 염증성 질환, 골 관절염 등에서 주로 개구장애가 나타나며, 

이 때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법은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로 나뉘며, 

측두하악장애의 주 증상인 개구장애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보존적 

치료에는 행동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장치치료 등이 있고, 외과적 치료에는 턱관절 

세정술, 관절경수술, 과두절제술, 턱관절 성형술, 턱관절 치환술 등이 있다6-12. 

본 연구는 개구장애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측두하악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자 한다. 측두하악장애의 다양한 분류 중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개구장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원인 별로 어떠한 치료를 

수행했는지 알아보고, 그 치료의 성적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개구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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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 개구장애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개구장애 및 개구시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뿐만 아니라, 관절잡음이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개구장애가 관찰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을 진료한 의사는 해당 분야에 숙련된 전문의 1인으로 한정하였다.  

턱관절 연구 대상에 포함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초진시 최대 개구량이 35mm 이하인 환자1, 5 

2. 의무기록의 후향적 검토가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추적검사가 가능한 환자 

3. 개구장애 기간이 2주이상 지속되는 환자  

 

개구장애의 발생에 있어 측두하악장애 외 가능한 다른 영향 요소들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후 안면비대칭이 발견되어 악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2. 이하선 종양 또는 하악골의 낭성병소로 인한 절제술을 받은 환자 

3. 개구량 측정 기준이 모호한 유치열 및 혼합 치열기의 유, 소아 환자 

4. 저작근의 염증과 농양 (협부 공간 농양, 익돌 공간 농양, 측두 공간 농양, 저작근 

부착 부위 내측의 골수염)으로 인한 환자 

5. 국소마취 (주사침으로 인한 근육 손상이나 감염, 주사 시 혈관 손상과 이로 인한 

출혈, 과도한 마취액 주입)로 인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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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환자 수는 1,628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의 포함/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연구대상은 총 195명 (남자 31명, 여자 164명) 이었고, 평균 나이는 32.8 

±13.7 세 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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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year) 
Gender 

total 
Male Female 

10~19 10 (5.1%) 20 (10.2%) 30 (15.3%) 

20~29 12 (6.1%) 55 (28.2%) 67 (34.3%) 

30~39 4 (2.0%) 39 (20.0%) 43 (22.0%) 

40~49 1 (0.5%) 31 (15.8%) 32 (16.4%) 

50~59 2 (1.0%) 13  (6.6%) 15  (7.6%) 

60~69 1 (0.5%) 3  (1.5%)  4  (2.0%) 

70~79 1 (0.5%) 1  (0.5%)  2  (1.0%) 

80~89 0  (0%) 2  (1.0%)  2  (1.0%) 

total 31 (15.8%) 164 (84.1%) 195 (100%)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IRB 2017-0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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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항목 

 

가.  개구량 측정 방법 

환자의 최대 개구량(Maximum mouth opening: MMO) 측정을 위해 상하악 절치 

절단연 사이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똑바르게 긴장되지 않은 자세로 

검사실 의자에 앉히고, 두부는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방을 응시하도록 

하였다. 최대 개구량은 구강 내에서 직접 상하악 중절치의 절단연간 거리를 자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단, 연구 대상자 스스로에 의한 능동적 최대 개구량을 

측정하였다. 

 

나.  치료 성공률 및 개선도 측정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의 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의 치료 

전후 최대 개구량 변화를 통해 치료 성공률 및 개선도를 알아보았다.  

  

A.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치료 성공률 측정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의 치료 후 최대 개구량이 40mm이상을 보일 

경우, 치료의 성공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환자 중에 회복된 환자 수를 

조사하고, 원인별 치료유형에 따른 치료 성공률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치료 후, 최소 6개월이상 추적이 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40mm이상으로 회복하였다가, 재발한 경우는 치료의 성공에서 제외하였다.   

 

B.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개선도 측정 

개구장애 환자의 치료 전후 최대 개구량 변화를 통해, 개구장애의 치료효과를 

알아보았다. 다음과 같이 개선도를 정의하고, 이를 통계에 적용하였다.  

 

개선도 = (치료 후 개구량 – 치료 전 개구량)/치료 전 개구량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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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분류 

대상환자들은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턱관절 측방단층촬영과 임상검사를 통해 

측두하악장애를 진단받았으며, 그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은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개구장애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를 분류할 때 DC/TMD(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진단 기준을 사용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관절원판 

장애와 저작근 장애를 관절 및 근육장애(Joint and Muscle disorders)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관절원판장애와 저작근 장애가 복합 발병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발병한 경우도 군에 포함하였다. 또한 퇴행성 관절질환(Degenerative Joint 

Diseases, DJD)의 경우 별도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섬유성 강직(Fibrous 

ankylosis), 활액성 연골종증(Synovial chondromatosis), 오훼돌기 과성장(Coronoid 

hyperplasia), 골종(Osteoma)은 임상에서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Joint disease군으로 

분류하였다. 

 

라.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치료 방법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치료방법은 크게 보존적 치료(conservative 

treatment), 외과적 치료(Surgical treatment)로 분류하였다. 보존적 치료는 

약물치료(medication), 장치치료(splint), 보톡스 치료(Botulinum Toxin Injection, 

BTI)로 세분하였고, 외과적 치료는 턱관절세정술(arthrocentesis), 턱관절성형술 

(arthroplasty), 근돌기 절제술(Coronoidectomy), 인공 턱관절 전치환술(Total Joint 

Replacement, TJR), 종양절제술(Mass excision)로 세분하였다. 모든 환자는 상담 및 

자가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각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복되어 

처방되기도 하였다. 상담, 약물치료, 장치치료, 보톡스 치료 등 보존적 치료 후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외과적 치료 군으로 분류하였고, 턱관절 세정술 후 턱관절 성형술을 

받은 경우는 턱관절 성형술로 분류하였다.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은 Dimitroulis가 발표한 수술의 

절대적 및 상대적 적응증(Indications for temporomandibular joint surgery into 

relative and absolute)과14,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원칙을 따랐다(Fig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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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Diagnosis

Self care 
Medication

Further examination
- CT, MRI, specific examination
- Re-evaluation and Re-diagnosis

unimproved

Splint therapy 
Botulinum toxin injection

favorable

improvedimproved

Change treatment plan
Modify current treatment

If needed,

unimproved
(Psycho-social 
evaluation)

If indicated,

If indicated,

unimproved

Not severe symptoms
Adaptive bony changes

Moderate to severe symptoms
Non-adaptive bony changes

unimproved

Surgical treatmentPeriodic follow-up

favorable

unimproved

improved
No surgical improvement by conservative treatments
Absolute indications such as fibrous ankylosis, tumor, etc.

Fig. 1. Treatmen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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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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로 하였다.  

 

가.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 성적의 평가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원인 중 관절 및 근육장애 군에 해당하는 관절원판 

장애(Disc disorders, DD), 저작근 장애(Masticatory Muscle Disorders, MMD) 

환자와 퇴행성 관절질환(Degenerative Joint Diseases, DJD) 환자의 보존적 치료 

성적을 평가하였고, 퇴행성 관절질환 군과 Joint disease군의 외과적 치료 성적을 

평가하였다. 치료 전, 후 최대 개구량을 측정하여, 대응표본 검정(paired-T test)을 

통해 보존적 치료 및 외과적 치료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나.  관절 및 근육장애 군과 퇴행성 관절질환 군의 장치 치료 성적의 

평가 및 두 군간의 비교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원인 중 관절 및 근육장애 군을 장치 치료 했을 

때의 치료 성적을 평가하였고, 퇴행성 관절질환 군을 장치 치료 했을 때의 치료 

성적을 평가하였다. 장치 치료 전, 후 최대 개구량을 측정하여, 대응표본 검정을 통해 

각각의 치료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관절 및 근육장애 군을 장치 치료 했을 때와 퇴행성 관절질환 군을 장치 치료 했을 

때의 치료 성적을 비교 평가하였다. 장치 치료 전, 후 최대 개구량을 측정하여, two 

sample T-test를 통해 치료 성적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구장애를 동반한 퇴행성 관절질환 군이 관절 및 근육장애 군보다 장치 

치료를 받은 확률이 더 높은지, 카이제곱검정(chi-square’s test)을 통해 유의성을 

알아보고, 오즈비(odd’s ratio)를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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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치료법 및 치료 성공률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195명의 전체 치료 성공률은 90.3%였다. 이 

중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 173명의 치료 성공률은 90.3%였으며, 외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 22명의 치료 성공률은 81.8%였다. 세부 분류에 따른 치료법 및 

치료 성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가.  관절 및 근육장애 군 

관절 및 근육장애 환자 107명은 전부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치료 성공률은 

90.6%였다. 이 중에서 관절원판장애나 저작근 장애가 단독으로 발병한 환자는 19명 

이었고, 이들은 약물치료와 장치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100%였다. 

관절원판장애와 저작근 장애가 복합으로 발병한 환자는 88명 이었고, 이들은 

약물치료, 장치치료, 보톡스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각각 89.1%, 89.7%, 

50.0%였다(Table 2).    

 

나.  퇴행성 관절질환 군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 73명 중 66명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90.9%였고, 7명이 외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85.7%였고, 전체 치료 

성공률은 90.4%였다. 이 중에서 관절원판장애와 퇴행성 관절질환이 복합으로 발병한 

환자 13명은 약물치료와 장치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각각 100%, 90%였다. 

관절원판 장애, 저작근 장애, 퇴행성 관절질환이 복합으로 발병한 환자는 60명으로, 

그 중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53명으로 약물치료, 장치치료, 보톡스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각각 100%, 90%, 50%였다. 외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7명으로, 이들은 약물치료, 장치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 보존적 치료 기간은 13개월(7~23개월)이었으며, 시술은 턱관절 세정술, 턱관절 

성형술을 받았으며, 그 치료 성공률은 각각 100%, 75%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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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oint disease 군 

Joint disease 환자 15명은 전부 외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80.0%였다. 이 중에서 섬유성 강직 환자 8명은 턱관절 세정술, 턱관절 성형술, 인공 

턱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각각 100%, 66.6%, 100%였다. 활액성 

연골종증 환자 3명은 종양절제술을 받았고, 치료 성공률은 100%였다. 오훼돌기 

과성장 환자 3명은 근돌기 절제술을 받았고, 치료 성공률은 66.6%였다. 골종 환자 

1명은 종양절제술을 받았고, 치료 성공률은 0%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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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distribution and treatment success rate according to diagnosis and treatment 

*treatment success numbers of patients/total numbers of patients (success rate) 

 Med=Medication, BTI=Botulinum Toxin Injection, TJR=Total Joint Replacement, DD=Disc Disorders, MMD=Masticatory Muscle Disorders, DJD=Degenerative Joint 

Diseases, F. ankylosis= Fibrous ankylosis, S. Chondromatosis = Synovial chondromatosis, Cor. hyperplasia = Coronoid hyperplasia,  

 

 

  Conservative treatments (n=173) 
  

Surgical treatments (n=22) 

Total 

  
  Med Splint BTI 

  
Arthrocentesis Arthroplasty Coronoidectomy TJR Mass excision 

Joint and muscle 

Disorders 

(n=107) 

DD *5/5 (100.0%) 10/10 (100.0%) 0 
  

0 0 0 0 0 15/15 (100.0%) 

97/107 

 (90.6%) 
MMD 3/3 (100.0%) 1/1 (100.0%) 0 

  
0 0 0 0 0 4/4 (100.0%) 

DD+MMD 33/37 (89.1%) 44/49 (89.7%) 1/2 (50.0%) 
  

0 0 0 0 0 78/88 (88.6%) 

DJD 

(n=73) 

DD+DJD 3/3 (100.0%) 9/10 (90.0%) 0 
  

0 0 0 0 0 12/13 (92.3%) 
66/73  

(90.4%) 
DD+MMD+DJD 11/11(100.0%) 36/40 (90.0%) 1/2 (50.0%) 

  
3/3 (100.0%) 3/4 (75.0%) 0 0 0 54/60 (90.0%) 

Joint diseases 

(n=15) 

F. ankylosis 0 0 0   3/3 (100.0%) 2/3 (66.6%) 0 2/2 (100.0%) 0 7/8 (87.5%) 

12/15 

(80.0%) 

S. chondromatosis 0 0 0 
  

0 0 0 0 3/3 (100.0%) 3/3 (100.0%) 

Cor. hyperplasia 0 0 0 
  

0 0 2/3 (66.6%) 0 0 2/3 (66.6%) 

Osteoma 0 0 0 
  

0 0 0 0 0/1  (0.0%) 0/1  (0.0%) 

 

Total 

55/59 (93.2%) 100/110 (90.9%) 2/4 (50%) 
  

6/6 (100.0%) 5/7 (71.4%) 2/3 (66.6%) 2/2 (100.0%) 3/4 (75.0%) 

176/195 (90.3%) 

 157/173 (90.7%)  
  

  18/22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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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치료 개선도 

 

가.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의 개선도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195명의 치료성적을 치료 전, 후 최대 개구량 

변화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치료 전 평균 개구량은 29.2mm였고, 치료 후 평균 

개구량은 47.0mm로 약 17.8mm 증가하였으며, 평균 개선도는 67.3%였다.  

이 중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관절 및 근육장애 환자와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 

173명의 치료 전 평균 개구량은 29.7mm였고, 치료 후 평균 개구량은 47.2mm로 약 

17.5mm 증가하였으며, 평균 개선도는 64.3%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p<0.001, 

Table 3). 

외과적 치료를 받은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와 Joint diseases 환자 22명의 치료 전 

평균 개구량은 25.5mm였고, 치료 후 평균 개구량은 45.2mm로 약 20.4mm 

증가하였으며, 평균 개선도는 94.9%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p<0.001,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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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gree of treatment improvement of mouth opening limitation 

  Total Conservative tx Surgical tx 

Numbers of patients 195 173 22 

Pre tx MMO(mean±SD, mm) 29.2±5.4 29.7±5.0 25.5±6.9 

Post tx MMO(mean±SD, mm) 47.0±6.3 47.2±6.0 45.2±7.7 

Improvement 

MMO 

(mean±SD, mm) 
17.8±7.6 17.5±7.4 20.4±7.8 

MMO 

(mean±SD, %) 
67.3±42.4 64.3±39.8 94.9±55.7 

Min (%) -6.7 -6.7 11.8 

Max (%) 235.7 235.7 207.7 

P-value  0.000 0.000 

 

Improvement MMO(%) = (Post treatment maximum mouth opening – pre treatment 

maximum mouth opening)/ pre treatment maximum mouth opening x100(%) Min: 

minimum value, Max: maximum value, tx: treatment, MMO : maximum mouth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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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절 및 근육장애 군과 퇴행성 관절질환 군의 장치 치료의 비교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195명 중 장치 치료를 받은 환자는 110명 

이었다. 이들의 치료 성적을 치료 전, 후 최대 개구량 변화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치료 전 평균 개구량은 29.6mm였고, 치료 후 평균 개구량은 47.1mm로 약 17.5mm 

증가하였으며, 평균 개선도는 64.1%였다.  

장치 치료 환자 중에서 관절 및 근육장애 환자는 60명이었고, 이들의 치료 전 평균 

개구량은 28.9mm였고, 치료 후 평균 개구량은 47.6mm로 약 18.7mm증가하였으며, 

평균 개선도는 69.8%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p<0.001, Table 4).  

장치 치료 환자 중에서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는 50명이었고, 이들의 치료 전 평균 

개구량은 30.4mm였고, 치료 후 평균 개구량은 46.6mm로 약 16.1mm증가하였으며, 

평균 개선도는 57.9%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p<0.001, Table 4).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중 관절 및 근육장애 군과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 군의 장치 치료 성적을 비교 평가하였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107, Table 4). 

또한 퇴행성 관절질환 군과 관절 및 근육장애 군 사이에, 장치 치료 비율의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퇴행성 관절질환 군이 관절 및 근육장애 군보다 장치치료를 

받은 확률이 2.449배 높았다(p<0.001,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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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gree of splint therapy improvement of mouth opening limitation 

Splint tx   Total JM Disorders DJD 
 

Numbers of patients 110 60 50 
 

Pre tx MMO(mean±SD, mm) 29.6±5.0 28.9±4.6 30.4±5.3 
 

Post tx MMO(mean±SD, mm) 47.1±6.4 47.6±5.3 46.6±7.3 
 

Improvement 

MMO 

(mean±SD, mm) 
17.5±7.4 18.7±7.6 16.1±7.2 

 

MMO 

(mean±SD, %) 
64.1±38.3 69.8±36.9 57.9±39.5 

 

Min (%) -6.7 -6.7 11.8 
 

Max (%) 235.7 161.1 235.7 
 

 P-value  0.000 0.000 0.107* 

* two sample T-test.  Improvement MMO(%), min, max, tx, MMO are described 

Table 3, JM Disorders : Joint and muscle disorders, DJD : Degenerative Joint 

Diseases   

 

Table 5. Comparison of splint therapy frequency between degenerative joint 

diseases and joint and muscle disorders  

 Total n(%) JM disorders n(%) DJD n(%) 

Splint  110 (63.5) 60 (56.0) 50 (75.7) 

Non-Splint  63 (36.4) 47 (43.9) 16 (24.2) 

Total 173 (100) 107 (100) 66 (100) 

p-value  0.000* 

OR (95% CI)  2.449(1.240-4.833) 

*chi-square test, n: numbers of subjects,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JM disorders, DJD are described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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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미회복 환자에 대한 분석 

 

전체 연구 대상 195명 중에서 치료 후 최대 개구량이 40mm 미만으로 개구장애 

회복이 덜 된 경우는 총 19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0.0세로 전체 평균 

32.8세 보다 많았으며, 평균 팔로업 기간은 15.2개월(6~48개월)이었다. 치료 전 평균 

개구량은 27.5mm였고, 치료 후 평균 개구량은 35.9mm로 약 8.4mm증가하였다. 

전체 환자의 평균에 비해, 치료 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치료 후 개구량이 

35~40mm사이에 해당하는 환자가 15명이 있었다.  

MRI 촬영 결과,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를 보인 환자가 10명, 관절 공간이 좁아진 

경우가 12명, 디스크 천공이나,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연관 질환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심한 스트레스,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자율 신경계 

이상 등을 동반한 환자도 있었고, 심한 근육경축과 구강 내 악습관 등을 동반한 

경우도 있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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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unrecovered patients with mouth opening limitation 

No Age Sex Pre tx MMO(mm)   Post tx MMO(mm) Clinical Dx. Treatment Clinical findings, Related diseases 

1 46 F 24 36 DD+MMD med Depressive disorder, Severe muscle contracture 

2 17 M 28 38 DD+MMD med Severe stress syndrome  

3 41 F 25 38 DD+MMD med ADcR, JSN, Severe muscle contracture 

4 63 F 29 39 DD+MMD med Severe tongue scalloping, cheek ridge 

5 41 F 30 28 DD+MMD splint Fibromyalgia, Severe tongue scalloping, cheek ridge 

6 24 F 23 30 DD+MMD splint ADcR, JSN, JE, Severe muscle contracture 

7 32 F 29 38 DD+MMD splint ADsR, JSN, R/O adhesion, soft tissue mass 

8 28 F 16 31 DD+MMD splint ADsR, R/O perforation 

9 26 F 33 38 DD+MMD splint ADcR, JSN, JE, Severe Mandibular torus 

10 61 M 34 38 DD+MMD BTI ADsR, JSN, R/O adhesion, Severe muscle contracture 

11 72 F 34 38 DD+DJD splint Micrognathia 

12 38 F 26 37 DD+MMD+DJD splint ADsR, JSN, JE, R/O perforation 

13 41 F 32 38 DD+MMD+DJD splint ADsR, JSN, Rheumatoid arthritis, bruxism 

14 31 F 28 38 DD+MMD+DJD splint ADsR, JSN, Ankylosing spondylitis. Muscle atrophy 

15 59 F 34 39 DD+MMD+DJD BTI ADcR, JSN, Bipolar disorder. R/O aponeurotic hypoplasia.  

16 20 F 16 38 DD+MMD+DJD arthroplasty ADsR, JSN, R/O adhesion, perforation, Autonomic dysfunction 

17 45 F 31 37 F. ankylosis arthroplasty ADsR, JSN, Depressive disorder 

18 17 F 17 26 Cor. hyperplasia coronoidectomy ADsR, JSN, R/O adhesion, Fibrous ankylosis  

19 57 F 34 38 osteoma mass excision ADsR, loose body 

mean 40.0±16.5  27.5±6.0 35.9±4.0    

MMO=maximum mouth opening, Dx=Diagnosis, Tx = treatment, DD, MMD, DJD, Med, BTI, F. ankylosis, Cor.hyperplasia are described table 2, ADcR =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ADsR=anterior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JSN=joint space narrowing, JE=Joint effusion, R/O = rul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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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개구장애(trismus)는 그리스어로 “grating”, “grinding” 으로 “이를 갈다” 의 

어원이다. Donald’s 의학 사전에는 “삼차 운동 신경 이상으로 저작근의 경직과 함께 

입을 벌리지 못하는 상태” 로 정의한다16. Rowe 등은 하악 운동의 제한을 

Trismus(muscle spasm), pseudoankylosis(mechanical interference), False 

ankylosis(extra-capsular origin), True ankylosis(intracapsular origin) 로 나누어, 

원인을 근육의 문제로 제한하였다17. Trismus가 근육 원인을 일컫는 반면, Mouth 

opening limitation(MOL)은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정상적인 범위로 입을 벌리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구장애를 Trismus에 국한하지 않고, 

MOL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개구장애의 원인에 관하여 선학들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였다. Luyk등은 

개구장애를 임상 검사시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선천성, 급성 외상성, 양성 종양성, 

악성 종양성, 급성 반응성, 만성 반응성, 정신과성, 약물 기인성 등으로 분류하였다18. 

Marien은 개구장애의 원인을 감염성, 외상성 치과치료, 측두하악장애, 약물치료, 

방사선/항암약물치료, 선천성, 기타질환 등으로 분류하였다19. Okeson은 만성적인 

하악 운동 제한에 대하여 악관절 강직과 근육의 강직, 오훼돌기의 방해 등으로 

분류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개구장애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측두하악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측두하악장애는 발생원인이 외상, 교합이상, 구강악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하고,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증상의 발생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방법의 결정과 예후의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곤 

한다. 측두하악장애의 임상양상은 측두하악관절 자체의 증상과 인접한 근육들의 

근신경계 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관절증상과 

근육증상이 각각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상담과 투약 등의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의 경우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21.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와 관련된 개구장애 환자 중 관절 

및 근육장애가 원인인 경우에, 관절증상과 근육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19명이었지만,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88명에 달했고, 복합 요인의 회복률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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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보다 낮았다. 측두하악장애는 관절과 근육의 문제가 혼합된 질환으로 

임상증상으로는 관절통증, 개구제한, 관절음 발생, 저작근 통증, 두통, 연관통 등이 

있다22.  또한 진단이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룹에서는 연구자들을 위한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임상연구에 적용하고 있으나4, 18-20, 

치료방법에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따른다기 보다는 술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DC/TMD 분류의 진단명을 사용하였는데,  

DC/TMD에서는 퇴행성 관절질환을 상위 그룹에 두고, 그 하위 그룹에 

골관절염(Osteoarthritis)과 골관절증(Osteoarthrosis)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TMD 분류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DC/TMD에서는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12 common TMDs라는 세부질환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절원판 장애, 저작근 

장애, 퇴행성 관절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13.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관절질환 군을 

별도의 군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DC/TMD분류 상에서는 Joint disease 

군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관절원판 장애, 저작근 장애와 함께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세부질환에 속하며, 다른 Joint disease 군에 비해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그 특징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개구장애의 치료는 보통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대부분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7, 8.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고들도 있다9. 하지만 외과적 치료의 필요성, 시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외과적 술식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6, 10-12.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를 선택할 때 Dimitroulis가 발표한 수술의 절대적 및 

상대적 적응증(Indications for temporomandibular joint surgery into relative and 

absolute)을 참고하였다14. 이에 따르면, 수술의 절대적 적응증(absoulute indication)은 

강직(ankylosis), 종양(neoplasia), 발달장애(developmetal disorders)등 이고, 상대적 

적응증(relative indication)은 턱관절 내장증(Internal derangement), 골관절염 

(Osteoarthritis)등 이다. 상대적 적응증의 경우,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가,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재평가 후 수술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연구 대상 환자들은 섬유성 강직(Fibrous ankylosis), 활액성 연골종증(Synovial 

chondromatosis), 오훼돌기 과성장(Coronoid hyperplasia), 골종(Osteoma)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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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치료를 바로 시행하였다. 퇴행성 관절질환 군의 경우에는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 

적응증에 해당하여 외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7명이었고, 평균 보존적 치료 기간은 

13개월(7~23개월)이었으며, 이 후 시술은 턱관절 세정술, 턱관절 성형술을 받았다. 

또한 환자들은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원칙을 준수하였다(Fig 1)15. 임상 진단 후,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상담, 자가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이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장치치료, 보톡스 치료를 추가로 받았다. 그리고 이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 후 외과적 치료를 받았다. 외과적 치료의 경우에도, 우선 턱관절 

세정술을 시행하고, 이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턱관절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턱관절 

세정술의 경우에는 최소 침습하는 시술로서, 보존적 치료로 간주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외과적 치료 군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치료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치료 성공률과 개선도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치료 성공률은 치료 후 최대 개구량이 40mm이상을 보일 경우를 성공으로 정의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는 환자들마다 초진 시 개구량과 개선된 양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개구량 기준으로는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워,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과거 연구에 따르면, 최대 개구량이 35mm 이상 회복할 

경우를 턱관절 장애 성공의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였다23. 이처럼 개구장애 성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이를 개선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95명의 환자 중에 89%에 해당하는 173명의 환자가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40mm이상의 개구량을 보여 회복한 환자는 157명으로 91.0%의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 중에는 간단한 약물치료만 받은 경우도 59명이었고, 

93.2%의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치료의 개선도를 살펴보았을 때도 보존적 치료는 

치료 전 개구량과 비교했을 때, 평균 64.3%의 개구량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성과를 보였다(p<0.001, Table 3). 하지만 외과적 치료의 경우에도 평균 

94.9%의 개구량 증가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를 보였다(p<0.001, Table 3). 

이를 통해 보면, 개구장애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로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고, 간단한 

약물치료 만으로도 개선이 되는 환자가 많긴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 개선이 되지 

않는 환자들과 수술의 절대적 적응증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외과적 치료를 

해야하고, 치료의 개선도는 오히려 보존적 치료보다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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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필요하다면 언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정확한 

술자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경우,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는 

해당 분야에 숙련된 전문의 1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치료 선택의 기준이 보다 

명료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95명의 환자 중에 40mm미만의 개구량을 보인, 개구장애 미 

회복 환자가 19명이 있었고, 이 중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명으로, 약물 

치료가 4명, 장치 치료가 9명, 보톡스 치료가 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전체 

평균보다 많았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료 회복이 더딘 것으로 사료된다. 

미회복 환자의 치료 전 평균 개구량은 전체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후 

평균 개구량이 전체 평균에 비해 적었다. 또한 미회복 환자 19명 중에 15명이 치료 

후 35~40mm사이의 개구량을 보였는데, 이들 중에는 환자가 안정적으로 

35~40mm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불편감을 느끼지 않아 외과적 치료를 하지 않고, 

예후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고, 악골의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최대 개구량 자체가 

작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MRI 촬영 결과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를 보인 

환자가 10명, 관절 공간이 좁아진 경우가 12명, 디스크 천공이나,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심한 근육 경축이나 이갈이, 이악물기 등의 구강 악습관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고, 전신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많았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 

강직성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조울증(Bipolar disorder), 우울증(depressive 

disorder) 등의 연관질환들은 해당 과와 협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구장애의 세부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구장애와 관련된 관절원판 

장애는 관절원판의 정상적인 회전기능이 파괴됨으로써, 원판측방인대와 원판후조직 

하층의 신장이 있을 때 발생하며, 주로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위(Disc dislocation 

without reduction)단계에서 발생한다. 이에 대한 최적의 치료는 급성인 경우에는 

수조작에 의한 관절원판 정복을 초기에 시도해 볼 수 있다. 만성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해서 조직의 

적응이 일어나면 좀 더 정상적인 운동 범위(대개 40mm이상)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24-28. 보존적 치료법으로 증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턱관절 세정술 같은 비교적 

보존적 수술을 고려한다. 관절원판 장애가 있는 환자 중에서 개구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를 넘어서,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 단계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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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29. Lee가 

발표한 턱관절 내장증과 턱관절 동통, 개구제한의 관계에 따르면, 관절원판 

전방변위가 하나의 관절에라도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개구제한이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 본 연구에서도 전체 195명의 개구장애 

환자 중에 관절원판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176명으로 91%에 달했다.  

개구장애와 관련된 저작근 장애 환자는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하악 운동제한을 

동반하며, 보호성 상호수축, 국소근통증, 근막통증, 근경련, 만성 중추매개근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호성 상호수축(Protective co-contraction)의 치료는 하악운동을 

제한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단기간의 투약을 한다. 국소근통증(Local muscle 

soreness)의 치료는 자가치료 및 약물요법, 장치치료 등을 시행한다. 근막통증(Myofacial 

pain)의 치료는 자가치료, 투약 외에도 분사신장요법, 주사신장요법 등으로 발통점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근경련(myospasm)의 치료는 마사지나 냉각제 

분사, 마취 등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한 후, 수동적 근육 신장을 통해 해결한다. 

중추매개근통(chronic centrally mediated myalgia)의 치료는 국소근통증과 유사하나, 

원인이 중추신경계에 있기 때문에 치료결과가 즉각적이지 않다. Kim이 발표한 

측두하악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따르면, 근육장애의 대다수는 분명한 유발 사건 없이 

발생하고 증상이 유동성(fluctuation)을 보여, 심한 증상에서 약한 증상으로 변하는 

cycle을 보이지만, 관절원판 장애는 크고 작은 외상(trauma)이 관련되며, 시간경과에 

따라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과거 관절잡음이나 몇 번의 

개구제한을 경험한 특징이 있다29. Park등은 근육장애, 관절장애, 근육 및 관절의 

복합장애로 나누어 예후를 비교한 결과 복합발병이 단독발병보다 예후가 

불량하였으며, 복합발병이 근육과 관련될수록 더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고 개구량이 

작다고 보고하였다31. 본 연구의 경우 관절 및 근육장애 환자의 대부분이 

복합발병이었고, 복합발병은 저작근 장애를 대부분 동반하였다. 또한 40mm 미만의 

개구량을 보여 회복을 하지 못한 증례를 보면, 심한 근육 경축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다. 근육이 오랜기간 굳어서 개구제한이 발생한 경우, 약물치료나 장치치료로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근육에 보톡스 치료를 한 경우에는, 

환자수가 적기는 하지만 50%의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그만큼 근육의 경축이 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절원판 장애, 저작근 장애, 퇴행성 관절질환이 모두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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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한 경우에는, 턱관절 세정술 이나 사이 관절성형술 같은 외과적 치료를 받았다. 

이 또한 개구장애의 경우 복합 장애가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구장애와 관련된 퇴행성 관절질환은 파괴적인 골 변화를 보이는 염증성 

관절장애로서, 측두하악관절에 가장 흔한 것은 골 관절염이다. 이는 하악 과두와 

관절와의 교합면이 변화되는 파괴 과정인데, 관절의 증가된 하중에 대한 

신체반응으로 여겨진다32. 최적의 치료는 관절 구조에 대한 기계적인 과부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만약 정복성 관절원판 전위와 관련 있다면, 

전방위치장치요법(Anterior Positioning Splint, APS)을 사용해 과두-관절원판 관계를 

교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골 관절염은 대개 만성적 장애와 관련이 있어, 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 근 과활성이 원인이면, 안정교합장치를 사용해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가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서 장치 치료가 가장 많았다. 이 때 퇴행성 관절질환이 있는 환자 

군은 관절 및 근육장애 군에 비해 장치 치료를 받은 확률이 높았다(OR=2.449, Table 

5). 퇴행성 관절질환의 경우 하악 과두의 골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쉽게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합안정장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질환이 

있는 환자 군과, 관절 및 근육장애 군을 비교했을 때, 치료의 개선도에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107, Table 4).  

개구장애의 외과적 치료의 절대적 적응증인 Joint diseases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직(Ankylosis)은 관절낭 내면에 정상 운동을 방해하는 유착이 생기는 현상이다. 

관절 내 섬유성 유착(fibrous adhesion)이 흔하나 심한 경우, 골강직(bony ankylosis)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치료는 운동제한이 심하면 수술이 최적이다33. 턱관절 세정 

술이 우선 고려되나, 많은 강직 관절이 턱관절 세정술로 해소되기에 곤란할 정도로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수술법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34-36. 오훼돌기 

과성장(Coronoid hyperplasia)은 하악의 만성적 운동제한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최적의 치료는 방해되는 조직을 제거하거나, 오훼돌기를 짧게 하는 외과적 수술이다37-

40. 활액성연골종증(Synovial chondromatosis)은 활액 내에 연골성 결절과 관절강 

내의 소성체(loose body)가 형성되는 질환이다41. 방사선사진상에 수많은 소성체가 

관절강 내에 보이는 양상을 띈다42. 치료는 종물의 제거와 활액막의 제거가 시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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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판 제거술, 턱관절 제거술, 과두절제술이 시행되기도 한다43. 골종(Osteoma)은 

미성숙 골조직을 함유한 양성종양으로 턱관절에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치료방법은 

외과적 절제가 추천된다44.  

본 연구는 개구량의 측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정상 개구량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60mm정도로 사료된다45, 46.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개구량의 차이가 크며, 남성의 개구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21. 또한 

개구량은 나이 그리고 골격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40mm미만의 

개구량을 보이면 개구제한으로 간주하지만, 젊은 성인은 1.2%만이 40mm 미만의 

개구량을 보이고, 건강한 노인들은 15%가 40mm 미만의 개구량을 보인다47. 

그러므로 40mm미만의 개구량은 개구제한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진시 최대 개구량이 

35mm이하인 환자를 개구제한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성별, 나이, 골격 등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진시 개구량에 비해, 치료 후 개구량 

변화를 활용해 개선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개구량 측정을 위해 상, 하악 전치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며, 이는 전치 피개량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임상적으로 검지 손가락 

손톱부위 폭(FB: Fingers Breadth)을 이용해 간단히 측정 가능하며, 보통 FB는 

17~19mm정도로서 2 FB, 3 FB 정도를 정상으로 본다48, 49. 이 때, 하악 중절치의 

절단면이 최대 교두간위에서부터 움직인 거리로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전치부에 

5mm 수직피개가 있고 최대 절치 간 거리가 50mm이면 실제로는 55mm의 

개구운동을 한 셈이다. 수직피개가 심한 환자의 경우, 개구량 측정시 이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 피개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 전체 환자 군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개구장애 

환자군 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조사하였다. 특별히 측두하악장애 중 개구장애에 

국한해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측두하악장애의 3대 증상 중에서 관절 잡음은 

무증상인 경우 치료가 불필요하기도 하고, 통증의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개구장애는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오래 진행되어 온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치료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증례가 많기 때문이다. 

개구장애 환자 군의 조사는 전체 측두하악장애 환자 군에 관한 조사와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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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거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측두하악장애 증상은 유동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자기한정적 장애(self-limiting disorder)이기 때문에 때로는 

적극적인 치료 없이 완화되기도 하므로, 비가역적인 외과적 치료는 초기 치료 시에 

피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실시한다50. Kim이 발표한 측두하악장애 치료 유형 

분석에 따르면 보존적 치료의 비율이 94.7%였고51, Cha의 발표에 따르면 

95.6%였다15. 본 연구에서는 보존적 치료의 비율이 90.0%였다. 이는 개구장애 환자 

군이 전체 측두하악장애 환자 군에 비해, 증상이 더 심하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개구장애 환자 전체 군이 아니라,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군 

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측두하악장애가 임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대상이라서 연구대상으로 정한 것이었는데, 따라서 치성감염, 악안면골절, 비치성감염 

중 파상풍 감염, 악성종양, 경화성 근염으로 인한 개구장애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측두하악장애 이외의 개구장애 환자의 경우 보존적 치료 보다는 빠른 외과적 

치료의 적용이 보다 신속히 개구장애를 해소하는데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다52. 향후 

보다 다양한 원인질환들을 가진 환자 군을 추가하여 지속적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군 만을 특화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학들의 연구를 보면,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전체에 관한 연구나 개구장애 환자군 전체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진 반면,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군 만을 조사한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의 치료방법과 그 치료결과를 

참고한다면, 임상적으로 개구장애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수립에 대해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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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측두하악장애와 관련된 개구장애 환자 195명을 관절 및 근육장애 군, 퇴행성 

관절질환 군, Joint disease 군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군에 대한 치료 방법과 치료 

성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195명은 치료원칙을 준수하여 보존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개구장애 개선 성공률은 90.3%였다. 관절 및 근육장애 군 

107명은 전부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치료 성공률은 90.6%였다. 퇴행성 관절질환 

군 73명 중 66명은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치료 성공률은 90.9%였고, 7명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외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85.7%였다. Joint disease 군 15명은 모두 외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성공률은 80.0%였다. 

 

2.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중 관절 및 근육장애 군과 퇴행성 관절질환 

군의 보존적 치료와, 퇴행성 관절질환 군과 Joint disease 군의 외과적 치료는 

개구장애 개선에 효과적이었다(p<0.001).  

 

3.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 중 관절 및 근육장애 군과 퇴행성 관절질환 

군의 장치 치료는 개구장애 개선에 효과적이었다(p<0.001). 두 군 간의 개구장애 

개선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07). 하지만 퇴행성 관절질환 군이 관절 

및 근육장애 군에 비해 장치치료를 받은 확률이 2.449배 높았다(p<0.001). 

 

따라서,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의 원인에 따라 관절 및 근육장애 군, 퇴행성 

관절질환 군, Joint disease 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치료원칙을 준수하여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측두하악장애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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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h opening limitation is one of the three major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which is often encountered in clinical practice, but 

the treatment is not simple. Mouth opening limitation is caused by various causes 

such as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rauma, tumors, and infections. However, 

the causes of these are often intertwined with each o0ther, leading to difficulties 

in diagnosis and treatment. In addition, various scholars have reported various 

ranges of the normal mouth opening and the extent of the mouth opening 

limitation, and there is no clear standard for this.  

The study focuses on temporomandibular disorders which can be easily 

encountered in various causes of mouth opening limitation.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195 patients who visited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of Gangnam Severance Hospital between June 2011 and June 2016, and 

who satisfies the condition of mouth opening limitation. Measure the maximum 

mouth opening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patients, the med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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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d the treatment success rates and improvement rates. The causes of 

mouth opening limitation were divided into joint and muscle disorders, 

degenerative disorders, and joint diseases. Treatment methods were divided into 

conservative treatment and surgical treatment.  

Joint and muscle disorders and degenerative joint diseases with mouth opening 

limitation due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s were effectively treat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degenerative joint diseases and joint diseases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mouth opening amount in surgical treatment (p<0.001). 

Splint therapy of joint and muscle disorders was effective in improving mouth 

opening limitation, and splint therapy of degenerative joint diseases was also 

effective in improving mouth opening limitation (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rovement of mouth opening limitation between joint 

and muscle disorders and degenerative joint diseases (p=0.107). However, 

degenerative joint diseases were 2.449 times more likely to receive splint therapy 

than joint and muscle disorders (p<0.001). 

In this study, we explored treatments and treatment effects resulting from 

cause for patients with mouth opening limitation due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this may help clinically to pla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mouth 

opening limitation due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s. 

 

 

 

 

 

Key words: temporomandibular disorders, mouth opening limitation, joint and 

muscle disorders, degenerative joint diseases, joint diseases, 

conservative treatment, surgical trea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