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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측두하악장애와  

경추 후만증의 연관성  
 

( 지도교수 : 허 종 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 덕 규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와 경추의 후만증은 현대인에게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두경부의 부적절한 자세와 TMD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추의 

후만증과 TMD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데에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측모두부규격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측두하악장애 관련 증상을 호소한 221명을 실험군으로, 

측두하악장애 관련 증상이 없는 188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경추 후만곡 정도를 측정하고 분류하여 그 비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실험군 중에서 

Helkimo index가 조사된 사람들을 통해 측두하악장애의 심한 정도와 경추의 후만곡 

정도를 비교하여 양측간에 심한 정도가 비례하는지 조사하였다.  



 vi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경추의 후만증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p < 0.001). 

그러나 실험군 내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심한 정도와 경추 후만곡의 심한 정도는 

비례하지 않았다 (p > 0.05).  

따라서 비록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경추 후만증이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지만 

측두하악장애와 경추후만증이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단어 : 측두하악장애, 경추, 후만증, Helkim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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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와  

경추 후만증의 연관성  
 

( 지도교수 : 허 종 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 덕 규 

 

 

 

I. 서  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복합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문제를 포괄하는 용어로써, 저작근이나 턱관절 주변에 

나타나는 국소화된 통증이며, 비대칭적이거나 제한된 하악 운동 및 관절 잡음을 

특징으로 한다. 인구의 평균 41~56%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측두하악장애와 관련된 

임상 징후를 나타낼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1,2 또한 TMD 환자군의 동통 이환율이 

12%이고 TMD의 징후를 호소하지 않는 정상군에서 턱관절 잡음이 나타나는 경우는 

25%이며, 75%는 최소한 하나의 기능장애 징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3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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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와 더불어 경추 후만증 역시 현대인에게 그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경추 후만증은 일반인들에게 일자목, 거북목 등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이로 인해 경추나 척추 등이 부적절한 자세로 

유지되는 사람의 비율이 더욱 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2009년에 아이폰이 보급된 

이래로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4천만명(79.6%)에 달하고 있고 4 이에 따른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고 있으며 5, 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거북목 또는 일자목 등의 증상 역시 증가하고 있다.6,7 

Helliwell 등 8은 인구의 42%가 일자목 형태를 보이고, 13.3%가 경추 후만 형태를 

띄며, Todd9는 인구의 67%가 일생 동안 이와 관련된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두경부의 부적절한 자세와 측두하악장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10-13 이에 본 연구는 경추의 만곡 형태와 TMD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턱관절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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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6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내원한 환자 중에서 

진단을 위하여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환자 7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 구강악안면외과에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군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고,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하지 않은 환자군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하지 않았어도 해당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조군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중에서 계측을 방해할 수 있거나 통계에 오류가 나타날 요소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상에서 제 1 경추부터 6 경추의 절반까지 

온전하게 나오지 않은 자 

2. 선천성 기형이 있는 자 

3. 방사선 사진의 영상에 이상이 있는 자 

  

총 연구 대상은 784명 중 기준에 부합하는 409명 (남자 74명, 여자 335명)으로 

평균 연령은 32.0 세였다. 이들 중 실험군은 221 명(남자 32 명, 여자 18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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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은 188명(남자 42명, 여자 146명)이었으며 실험군 중에서 Helkimo index가 

조사된 환자는 90명 (남자 14명, 여자 76명)이었다(Table Ⅰ). 

 

Table Ⅰ. Biodemographic features of test and control group subjects. 

age 
TMD Non-TMD 

Total 
Male Female Male Female 

10s 13 (3.2%) 22 (5.4%) 11 (2.7%) 32 (7.8%) 78 (19.1%) 

20s 8 (2.0%) 64 (15.6%) 22 (5.4%) 58 (14.2%) 152 (37.2%) 

30s 4 (1.0%) 34 (8.3%) 6 (1.5%) 32 (7.8%) 76 (18.6%) 

40s 3 (0.7%) 28 (6.8%) 3 (0.7%) 12 (2.9%) 46 (11.2%) 

50s 0 (0.0%) 13 (3.2%) 0 (0.0%) 10 (2.5%) 23 (5.6%) 

60s 3 (0.7%) 18 (4.4%) 0 (0.0%) 2 (0.5%) 23 (5.6%) 

70s 1 (0.2%) 10 (2.4%) 0 (0.0%) 0 (0.0%) 11 (2.7%) 

Total 32 (7.8%) 189 (46.2%) 42 (10.3%) 146 (35.7%) 409 (100.0%)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IRB 3-2017-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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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치과에서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경추의 형태 및 위치 관계 등을 계측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심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들의 Helkimo index 를 조사하였다.  

 

A. 촬영 조건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 

방사선실에 있는 Promax(Planmeca Co., Ltd, Finland)를 이용하여 연령, 성별, 체격에 

따라 12~16mA, 70~80kV, 5 feet 에서 8.2 초간 노출을 주었고 디지털 필름을 

사용하였다. 전후방으로는 피검자의 프랑크포르트수평면과 좌우측으로는 양측 

바깥귓구멍을 연결하는 선이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하고 상하악의 최대 감합위에서 

촬영하였다. 

 

B. 계측 방법 

 

Vatec Orthovision, Adobe Photoshop CS6 을 사용하여 실측 사이즈로 변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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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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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계측점 및 분석방법 

 

Method of Toyama14,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15, 그리고 C2-C7 Cobb 

method16-18를 변형 및 응용하여 적용하였다. 한 환자에 대하여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고, 분류는 정상군(WNL group), 후만군(kyphotic group), 전만군(lordotic 

group), 일자군(straight group)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그 분류가 2가지 이상 일치할 경우의 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하였고, 3가지 방법에 

의한 분류 결과가 모두 불일치 할 때는 결측값으로 제외하였다. 

 

 

가) Modified Method of Toyama 

 

제 3 경추부터 제 5 경추까지의 외형을 그린다. 그리고 경추의 네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그은 곳에 중점을 설정한다. C2 의 아래쪽면 중점과 C6의 윗면 중점을 

연결하는 가상선을 설정하고 이를 line AB라하면, C3-C5의 각 중점과 line AB와의 

관계에 따라 정상군, 전만군, 일자군, 후만군으로 분류한다. 후만군은 C3, C4, C5의 

중심이 모두 line AB보다 뒤쪽에 위치하며, 그 중 하나라도 2.0mm이상 떨어져있으면 

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일자군은 C3, C4, C5의 중심점이 모두 line AB를 중심으로 

1.5mm 이내로 떨어져 있으면 일자군으로 분류하였다. C3, C4, C5의 중심점이 line 

AB 보다 모두 전방에 위치하며, 하나라도 3.0mm 이상 떨어져있으면 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만곡된 정도와 정상군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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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C3, C4, C5의 중심점이 모두 기준선 AB보다 0.5mm이상 전방에 위치하되 

2.5mm이내로 떨어지면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위 기준에서 벗어나는 수치를 

보이면 측정 데이터군에서 제외하였다(Figure 1). 

 

 

Figure 1. Modified method of Toyama19  

A. Determination of cervical sagittal alignment. The contours of C3–C5 vertebral bodies are 

identified. Four contour tangents for each vertebral body are constructed, and two diagonal 

lines are drawn, each connecting two corners of the vertebra, where adjacent contour 

tangents intersect. The intersection of these two lines is the vertebral centroid. Line 

AB connecting midpoint A on the inferior surface of C2 and midpoint B on the superior 

surface of C6 is constructed. The alignment is then determined from the positions of the 

centroids relative to line AB.  

B. The method of classification of alignment (modified method of Toyama) WNL group = all centroids 

are anterior 0.5mm to AB and each centroid is less than 2.5mm; Kyphotic group = all 

centroids are posterior to line AB and the distance between at least on centroid and the 

AB is 2.0mm; Straight group = the distance between line AB and each centroid is less than 

1.5mm; Lordotic group = all centroids are anterior to AB and the distance between at least 

one centroid and AB is 3.0m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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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C2부터 C5까지의 경추체 각각의 후면에 평행선을 긋는다. 각각의 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그 경사도를 측정한다.15 즉, C2후면의 연장선과 C3후면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angle A라하고, C3 후면의 연장선과 C4후면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angle B, C4후면의 연장선과 C5후면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angle C라고 한다. 

C3 후면의 연장선이 C2 후면의 연장선보다 전방으로 기울면 양수로, C3 후면의 

연장선이 C2후면의 연장선보다 후방으로 기울면 음수로 한다. 이는 정상적인 경추는 

보통 전방으로 만곡이 되어있기때문에 임의로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Angle A, B, C 의 합을 이용해 후만군, 전만군, 일자군, 정상군으로 분류한다. 그 

합이 -5˚보다 작다면 후만군, 그 합이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면 일자군, 

17˚보다 크고 25˚보다 작다면 정상군, 30˚보다 크면 전만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의 값은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경추가 전체적으로 다 나온 사진을 분석하여 

그 기준 수치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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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dified the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The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involves drawing lines that are 

parallel to the posterior surfaces of all cervical vertebral bodies from C-2 to C-5 and 

then summing the segmental angles for an overall cervical curvature angle.  

 

  

 WNL Group 

17˚< Summing the angles < 25˚ 

 

 Kyphotic Group 

Summing the angles < -5˚ 

 

 Straight Group 

-5˚< Summing the angles < 15˚ 

 

 Lordotic Group 

30˚< Summing the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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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dified C2-C6 Cobb method17 

 

C2의 아랫면과 C6의 윗면 사이의 각도를 측정한다. C2의 아랫면과 C6의 윗면을 

각각 연장한 가상선을 설정하고 그 가상선상에서 수선을 그어 그 각도를 계측하였다. 

C2 아랫면의 연장선에서 그은 수선을 line A 라 하고 C6 윗면의 연장선에서 그은 

수선을 line B라 하였을 때, line A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C2-C6 Cobb angle이 170˚보다 작으면 후만군, 170˚보다 크거나 같고 

190˚보다 작으면 일자군, 19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으면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05˚보다 크면 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Figure 3. Modified C2-C6 Cobb method  

This method includes drawing a line either parallel to the inferior endplate of C-2, 

and another line parallel to the superior endplate of C-6. Perpendicular lines are then 

drawn from each of the 2 lines noted above, and the angle subtended between the crossing 

of the perpendicular lines is the cervical curvature angle. 

 

 WNL Group 

190˚< C2-C6 Cobb angles < 200˚ 

 

 Kyphotic Group 

C2-C6 Cobb angles < 170˚ 

 

 Straight Group 

170˚< C2-C6 Cobb angles < 190˚ 

 

 Lordotic Group 

205˚< C2-C6 Cobb angles  



 11 

D. Helkimo Index 

 

각각의 환자에 대하여 턱관절장애로 인한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분류하기 위해 

Helkimo index20,21 를 활용하였다. Helkimo index 는 TMD 의 증상과 증후를 숫자화, 

표준화  시킨 것으로 Helkimo 가 고안하였다. Helkimo index 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주관적 심도에 의한 영향이 적고, 질적인 것보다는 증상의 유무나 이환부의 숫자 등 

양적인 것으로 지표가 결정되도록 하여 재현성과 간편성이 뛰어나다. Anamnestic index 

(Ai)20 와 Dysfunction index (Di)21 로 구성되어 있다. 증상별로 Ai0, Ai1, Ai2 군으로 나눌 

수 있고, Di의 경우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으로 Di0부터 DiIII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증상의 심한 정도와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Table Ⅱ. Questionnaire for anamnestic component22 

1 Do you have a sound in the area temporomandibular joint YES NO 

2 Do you have jaw rigidity during awakening or movement of mandible YES NO 

3 Do you have a fatigue in the jaw area YES NO 

4 Do you have difficulty when opening the mouth YES NO 

5 Do you have locked mandible during opening the mouth YES NO 

6 Do you have pain in the TMJ or in the area of masticatory muscles YES NO 

7 Do you have pain during movement of the mandible YES NO 

8 Do you have luxation of the mandible YES NO 

Anamnestic index (Ai) (Helkimo, 1974) 

• 0: No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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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ld symptoms included sensation of the jaw fatigue, jaw stiffness, and TMJ sounds 

(clicking or crepitus) 

  • II: Severe symptoms included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Difficulty in the mouth 

opening, (b) jaw locking, (c) mandible dislocation and its painful movement, and (d) 

painful TMJ region and/or masticatory muscles.  

Table Ⅲ. Clinical Dysfunction index Di, based on evaluation of five common 

clinical symptoms (Helkimo, 1974) 

A Symptom: Impaired range of movement/mobility index  

 Criteria: Normal range of movement 0 

  Slightly impaired mobility 1 

  Severely impaired mobility 5 

B Symptom: Impaired TM-joint function  

 Criteria: 
Smooth movement without TM-joint sounds and deviation on opening 

or closing movement <2mm 
0 

  
TM-joint sounds in one or both joints and/or deviation ≧2mm 

opening or closing movements 
1 

  Locking and/or luxation of the TM-joint 5 

C Symptom: Muscle pain  

 Criteria: No tenderness to palpation in masticatory muscles 0 

  Tenderness to palpation in 1-3 palpation sites 1 

  Tenderness to palpation in 4 or more palpation sites 5 

D Symptom: Temporomandibular joint pain  

 Criteria: No tenderness to palpation 0 

  Tenderness to palpation laterally 1 

  Tenderness to palpation posteriorly 5 

E Symptom: Pain on movement of the mandible  

 Criteria: No pain on movement 0 

  Pain on 1 movement 1 

  Pain on 2 or more movements 5 

F Sum A+B+C+D+E-dysfunction score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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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ysfunction group 0-5 according to code  

H Clinical dysfunction index Di according to code  

 

Code: 0 points = Dysfunction group 0 = clinically symptom free = Di0 

    1-4 points = Dysfunction group 1 = mild dysfunction = DiⅠ 

    5-9 points = Dysfunction group 2 = moderate dysfunction = DiⅡ 

  10-13 points = Dysfunction group 3 = severe dysfunction  

  15-17 points = Dysfunction group 4 = severe dysfunction     DiⅢ 

  20-25 points = Dysfunction group 5 = severe dysfunction  

 

Modified C2-C6 Cobb method 의 angle 과 Helkimo index 의 관계를 비교하였고,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의 angle 과 Helkimo index 의 관계 역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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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통 계 

 

가) TMD군과 non-TMD군의 경추 형태 비교 

 

TMD군과 non-TMD 군을 3가지 분석 방법(modified method of Toyama,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modified C2-C6 Cobb method)에 따라 정상군, 후만군, 

일자군, 전만군의 수와 그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을 통해 

산출된 분류 값이 모두 일치하거나 2가지가 일치하면 그 분류 값을 최종 값으로 

결정하였다. 이 값을 통해 TMD군에서의 정상군과 후만군, 일자군, 전만군의 비율과 

non-TMD 군에서의 정상군, 후만군, 일자군, 전만군의 비율을 비교하여 양측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4(IBM®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였고, 유효성 검정은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p-

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TMD군의 경추 만곡에 따른 Helkimo index의 분석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을 이용하여 계측한 값과 Helkimo 

index 의 anamnestic index, clinical dysfunction index 각각의 상관관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modified C2-C6 Cobb method를 이용하여 

계측한 값과 Helkimo index의 anamnestic index, clinical dysfunction index각각의 

상관관계 역시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추의 후만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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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수록 TMD의 증상도 심한지를 비교하였다. Modified method of Toyama의 방법은 

만곡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연속 변수가 아닌 이산 변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Helkimo index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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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Modified method of Toyama,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Modified C2-C6 Cobb angle 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에서 

각각의 환자들을 분석하였고, 경추의 위치 관계에 따라 정상군, 후만군, 전만군, 

일자군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한 group의 개체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방법으로 분류한 값들 중 2 가지 이상이 일치하면 그 값을 

최종값으로 정하였고,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 R/O로 분류하였다(Table Ⅳ,Ⅴ). 

 

Table Ⅳ. Classification TMD group by 3 methods (Modified method of Toyama,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Modified C2-C6 Cobb method) 

 

Alignment method 

Group 

Total 

WNL Kyphotic Straight Lordotic R/O 

Modified method of 

Toyama 
18 (8.1%) 47 (21.3%) 106 (48.0%) 4 (1.8%) 46 (20.8%) 221 (100.0%)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10 (4.5%) 59 (26.7%) 147 (66.5%) 0 (0%) 5 (2.3%) 221 (100.0%) 

Modified C2-C6 

Cobb angle method 
15 (6.8%) 42 (19.0%) 158 (71.5%) 0 (0%) 6 (2.7%) 221 (100.0%) 

Total 8 (3.6%) 46 (20.8%) 146 (66.1%) 1 (0.5%) 20 (9.0%) 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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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Ⅴ. Classification non-TMD group by 3 methods (Modified method of Toyama,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Modified C2-C6 Cobb method) 

 

이 결과 값을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전만군은 1명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TMD군에서 R/O로 분류된 20명과 non-TMD군에서 R/O로 분류된 16명 역시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TMD군 200명과 non-TMD 군 172명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Ⅵ). 

  

Alignment method 

Group 

Total 

WNL Kyphotic Straight Lordotic R/O 

Modified method of 

Toyama 
36 (19.1%) 20 (10.6%) 87 (46.3%) 7 (3.7%) 38 (20.2%) 188 (100.0%)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32 (17.0%) 25 (13.3%) 116 (61.7%) 0 (0%) 15 (8.0%) 188 (100.0%) 

Modified C2-C6 

Cobb angle method 
46 (24.5%) 29 (15.4%) 111 (59.0%) 0 (0%) 2 (1.1%) 188 (100.0%) 

Total 37 (19.7%) 25 (13.3%) 110 (58.5%) 0 (0%) 16 (8.5%) 1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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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Ⅵ. Comparison between TMD group and non-TMD group 

TMD / non-TMD Total 

Total 

p-value 

WNL Kyphotic Straight 

TMD 200 
 

(100.0%) 
8 (4.0%) 46 (23.0%) 146 (73.0%) 

<0.001 

Non-TMD 172 
 

(100.0%) 
37 (21.5%) 25 (14.5%) 110 (64.0%) 

p-value was derived by chi-square test between groups. 

 

TMD group내에서 Helkimo index가 조사된 90명의 경추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비율을 조사하였다(Table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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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Ⅶ. Cervical spine curvature and Helkimo index 

Method Group 

Helkimo Index 

Anamnestic Index Clinical Dysfunction Index 

Ai0 AiⅠ AiⅡ Di0 DiⅠ DiⅡ DiⅢ 

Modified 

method of 

Toyama 

WNL 0 (0.0%) 3 (3.3%) 6 (6.7%) 0 (0.0%) 7 (7.8%) 2 (2.2%) 0 (0.0%) 

kyphotic 0 (0.0%) 1 (1.1%) 17 (18.9%) 0 (0.0%) 10 (11.1%) 3 (3.3%) 5 (5.6%) 

straight 0 (0.0%) 9 (10.0%) 40 (44.4%) 1 (1.1%) 20 (22.2%) 19 (21.1%) 9 (10.0%) 

lordotic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R/O 0 (0.0%) 5 (5.6%) 9 (10.0%) 1 (1.1%) 6 (6.7%) 4 (4.4%) 3 (3.3%)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WNL 0 (0.0%) 1 (1.1%) 3 (3.3%) 0 (0.0%) 4 (4.4%) 0 (0.0%) 0 (0.0%) 

kyphotic 0 (0.0%) 4 (4.4%) 21 (23.3%) 1 (1.1%) 11 (12.2%) 7 (7.8%) 6 (6.7%) 

straight 0 (0.0%) 13 (14.4%) 48 (53.3%) 1 (1.1%) 28 (31.1%) 21 (23.3%) 11 (12.2%) 

lordotic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R/O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Modified 

C2-C6 

Cobb 

method 

WNL 0 (0.0%) 1 (1.1%) 2 (2.2%) 0 (0.0%) 2 (2.2%) 1 (1.1%) 0 (0.0%) 

kyphotic 0 (0.0%) 3 (3.3%) 12 (13.3%) 0 (0.0%) 9 (10.0%) 2 (2.2%) 4 (4.4%) 

straight 0 (0.0%) 14 (15.6%) 55 (61.1%) 2 (2.2%) 31 (34.4%) 25 (27.8%) 11 (12.2%) 

lordotic 0 (0.0%) 0 (0.0%) 3 (3.3%) 0 (0.0%) 1 (1.1%) 0 (0.0%) 2 (2.2%) 

R/O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Total 

WNL 0 (0.0%) 0 (0.0%) 2 (2.2%) 0 (0.0%) 2 (2.2%) 0 (0.0%) 0 (0.0%) 

kyphotic 0 (0.0%) 3 (3.3%) 15 (16.7%) 0 (0.0%) 10 (11.1%) 4 (4.4%) 4 (4.4%) 

straight 0 (0.0%) 13 (14.4%) 52 (57.8%) 1 (1.1%) 30 (33.3%) 23 (25.6%) 11 (12.2%) 

lordotic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R/O 0 (0.0%) 2 (2.2%) 3 (3.3%) 1 (1.1%) 1 (1.1%) 1 (1.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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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의 심한 정도와 경추 후만곡의 심한 정도가 비례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modified C2-C6 Cobb method angle과 Helkimo index 의 값을 선형회귀분석으로 

통계 분석하였고,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의 angle 역시 

Helkimo index의 값과 선형회귀분석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p-value 값이 

모두 0.05보다 컸고,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Ⅷ). 

 

Table Ⅷ. Relation between cervical spine curvature and Helkimo index (p-value) 

Method 

Helkimo Index 

Anamnestic Index Clinical Dysfunction Index 

Modified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0.156 0.427 

Modified C2-C6 Cobb method 0.274 0.739 

p-value was derived by linear regression model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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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측두하악장애와 경추 관련 질환은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현대인의 

33%가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측두하악장애는 그 발병율이 높다.3 그리고 경추 관련 

통증 역시 인구의 23.1~34.4%에서 나타날 만큼 발병율이 높다.23-25 통증 뿐만 아니라 

경추의 형태도 변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목은 7개의 경추가 

전만된 ‘C’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경추의 변형된 형태는 목의 전만을 소실하거나 

목의 후만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흔히 ‘거북목’, 혹은 ‘일자목’으로 불리운다.  

이같은 경추의 만곡 형태 및 통증과 측두하악장애가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2 일부 연구에서는 과전만증(hyperlordosis)이 심할 수록 측두하악장애도 

심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12, 다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시 경추의 

통증이 경감되었고 그 움직임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다.13 그리고 Laat26은 신경해부학적, 신경생리학적으로 TMD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추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두경부 자세 및 위치, 관절, 근육 등이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7,28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과 측두하악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경추 형태를 

각각 정상군, 후만군, 전만군, 일자군의 4군으로 분류하고 그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후만군과 일자군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정상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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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적었다. 그리고 그 비율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p < 0.05)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Helkimo index 가 조사된 90명을 대상으로 경추의 

후만증이 심한 정도와 측두하악장애의 심한 정도가 비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만약 

경추의 후만증에 따라 측두하악장애가 영향을 받는다면 경추의 후만증이 심할 수록 

측두하악장애 역시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측두하악장애가 경추의 후만증에 

영향을 준다면, 측두하악장애가 심할 수록 경추의 후만증 역시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측두하악장애의 심한 정도와 경추 후만증의 심한 정도가 비례하는지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측두하악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는데에 Helkimo index를 활용한 이유는 Helkimo 

index 가 환자의 주관적 심도에 의한 영향이 적고, 증상에 따른 심한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장점이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였다.20-22  

결과적으로 측두하악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경추의 후만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측두하악장애에 의해 경추의 후만증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에 의해 이차적 현상으로써 측두하악장애와 경추 후만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29,30  

‘거북목’이나 ‘일자목’의 원인은 외상과 이로 인한 근육의 긴장, 목 디스크, 

목 후관절 증후군, 장기간 목을 구부정한 자세로 유지한 경우, 흉추 또는 요추의 

변형으로 인한 이차적 현상 등이 거론된다.31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목을 구부정하게 오래 유지하면서 그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6,7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할 때,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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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가 전방에 장기간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두부의 전방 위치(Forward Head 

Posture, FHP10)가 지속되면 머리의 무게 중심이 수직축에서 전방으로 위치하여 

뒷목근육(posterior neck muscles)에 하중을 증가시키게 된다. Posterior cervical 

extensor muscles, opposing cervical extensors 와 pectoralis muscles은 수축하고 

anterior cervical muscles 은 경직되며, deep cervical short flexor muscles, mid-

thoracic scapular retractors(i.e., rhomboids, serratus anterior, middle and lower 

fibers of the trapezius)등이 약화된다. 이렇게 경추 부위의 근육, 힘줄, 인대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경추는 정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육 불균형(muscular 

imbalance)이 심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생역학적 변형(biomechanical strain)으로 

인해 목 근육계의 중심 안정성(core stabilizing)의 강도가 약화되고 FHP와 관련된 

증상들은 더욱 악화된다.10,32-34 그리고 이에따라 경추 후만증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10,35 

측두하악장애의 중요한 요인으로 교합 상태, 외상, 정서적 스트레스, 

심부통증유입, 이상기능활동을 들 수 있다.1 이들중에서 특히 정서적 

스트레스(emotional stress)는 뇌의 정서 중추를 통해 근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스트레스는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키고, 시상하부는 

복합신경경로(complex neural pathways)를 통해 감마원심성 섬유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근방추(muscle spindles) 내 섬유를 수축시키며, 근방추가 감작되면서 

미약한 신장으로도 반사성 수축이 야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효과는 

근긴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30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의 해소 기전이 외인성 기전이나 

내인성 기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내인성 기전 중 하나로 두경부근육의 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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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같은 정신 생리적 장애(psychophysiologic disorder)가 야기될 수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사람들은 대개 근활동과다를 나타내며,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두경부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갈이, 이악물기와 같은 비기능적 

근활성도 증가된다.1 이러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긴장과 비기능적 근활성이 

두경부근육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측두하악장애와 경추 후만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추의 만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3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경추의 만곡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the centroid measurement of cervical 

lordosis method(CCL), C1–C7 Cobb method, C2–C7 Cobb method, sagittal tangent 

method, 그리고 Ishihara method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19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방법마다 그에 

따른 장점 및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제 7경추까지 온전히 촬영되었을 때 

측정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촬영하는 

측모두부규격방사선사진 상에서는 경추의 C5 나 C6까지만 촬영이 되거나 혹은 C7의 

일부만 촬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가지 분석 방법만으로는 그 유의성을 

평가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경추의 일부만 촬영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 중 일부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방법은 

method of Toyama,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 그리고 C2-C7 Cobb 

method이며, 이들을 변형 및 응용하여 적용하였다. Method of Toyama는 그 분류 

체계가 명료하여 선택하였고, C2-C7 Cobb method는 측정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쉽고 

평가자 간의 신뢰도와 평가자 내의 신뢰도 둘 다 높으며 가장 널리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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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였다.36-39 그리고 posterior tangent method of 

Harrison은 lordosis를 추정하는데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에 Albers와 Gore가 먼저 제시한 이후에 Harrison에 의해 개선됨으로써 Cobb 

angle measurement 보다 표준오차가 더 적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40,41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도 경추가 모두 나온 사진상에서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불확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확실한 기준 및 분석 방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추의 형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영상의학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각 과의 연구진이 임상 경험을 반영하여 명확한 

분류기준을 확립한다면, 보다 나은 분류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측모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의 촬영 위치에 변화를 주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측모두부규격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진단을 할 때, 

두경부의 sella 나 nasion 등의 계측점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촬영 기기의 수직적 위치를 조정하여 C7까지 온전히 나오게 

촬영하거나 ear plug의 위치가 조정된 상태로 촬영을 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연구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TMD 증상의 심한 정도와 경추의 만곡의 심한 정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여지나 Helkimo index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 지표로도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TMD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경추의 후만증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TMD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Helkimo index 같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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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조사가 된다면 그 연관성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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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가 있는 실험군 221 명과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하지 않은 

대조군 188명을 대상으로 경추 후만 정도에 따라 정상군, 전만군 그리고 후만증이 

관찰된 일자군과 후만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험군 중 Helkimo 

index가 조사된 90명을 대상으로 측두하악장애의 심한 정도와 경추 후만증의 심한 

정도에 대한 상관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경추 후만증은 실험군의 일자군과 후만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정상군에서는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2. 측두하악장애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Helkimo index와 경추의 후만곡 정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은 없었다.  

 

따라서 비록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경추 후만증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지만, 측두하악장애와 경추 후만증의 상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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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omandibular disorders(TMD) and cervical kyphosis are increasing in 

modern people. There is an opinion that TMD is related to the inadequate attitude 

of the head and nec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MD and cervical kyphosis. 

Among the patients who visited the dental clinic of Gangnam Severance Hospital, 

221 patients who complained of TMD symptoms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group 

and 188 subjects without TMD symptoms as control group. The degree of curvature 

of the cervical vertebrae was measured and classified in the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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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ontrol group. We also compared the severity of TMD and the severity of 

cervical kyphosis with those of Helkimo index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a higher proportion of cervical kyphosi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p < 0.001). However, the severity of TMD and the 

severity of cervical kyphosis were not correlated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p > 0.05). 

Thus, although cervical kyphosis were observed at a high proportion in patients 

with TM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re is a mutu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MD and cervical kyp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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