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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32대 집행부가 모든 이사진 구성을 마치고 완전한 진용을 갖췄다. 
지난 7월 1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된 지 68일 
만이다.

치협이 지난 9월 24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1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 및 제32대 집행부 초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그동안 공석으로 남았던 모든 임원의 선출이 이뤄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궐선거 후 68일이 지나 비로소 완전한 
진용을 갖춘 집행부의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32대 
집행부 내에서 더는 내부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순간부터 오직 회원만 바라보고 봉사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집행부 
역점 사업과 치과계 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니 만큼, 
지난 갈등은 풀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자”고 천명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먼저 기존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안건인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을 통과시킨 후 신임 임원이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14일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임원명단에 대해 

협회장 및 부회장단이 검토해  확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임원의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기이사회 당일 김재성 이사가 서약서 미제출을 근거로 만장일치 
의결 반대 입장을 밝혀 장내에 다소 갑론을박이 펼쳐졌으나,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 임원은 강충규    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이강운  
  윤정태    이미연     송호택   정국환   한진규   정휘석   이진균   김성훈 
  김수진    허민석    전양현 이사다. 단, 각 임원의 보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 
후 가까운 시일 내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30대 집행부와 제31대 집행부가 취재제한 처분을 내린 2개 
치과전문지의 치협 출입 금지 해제도 승인됐다.

단, 해당 언론의 선거개입과 편파보도 및 여론 왜곡 정황이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증된다면 출입을 재금지시킬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번 일부 언론 출입금지 해제는 박 협회장이 지난 선거 당시 바른 협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약한 ‘언론사 취재 자유와 협회 출입보장’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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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위임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개원가의 각성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2월부터 대폭 상향된 과징금 기준에 의해 연평균 6~7억 매출을 
올리는 치과가 위임진료로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맞을 수 
있는 과징금이 1억 여원에 달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위임진료 등으로 인한 불법의료 행위가 적발돼 변호를 의뢰하는 
치과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위임진료나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료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수입 구간별 1일당 과징금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

매출규모별 1일당 과징금 금액을 보면 연매출 5~6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89만2000원, 6~7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105만4000원, 7~8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121만6000원이다. 이를 위임진료 적발 시 보통 받는 영업정지 
처분 3개월로 환산해 계산하면 연매출 5억대 치과의 경우 8028만원, 연매출 
6억대 치과의 경우 9486만원, 연매출 7억대 치과의 경우 1억944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감경,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처분기준의 1/3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긴 하나, 감경이 
되더라도 과징금의 액수가 과거 5000만원 상한일 때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특히, 이러한 과징금 부과는 불법의료 행위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대물적 처분으로 이뤄져, 치과의사가 위임진료를 지시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직접적인 관여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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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6일부터 10
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개편해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어도, 기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한 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유예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의료현장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비교 
임상문헌)가 없더라도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성능시험 자료’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선진입 의료기술(조건부 사용 의료기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평가유예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구분돼 각각의 
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선진입 의료기술을 하나의 위원회(근거창출지원위원회)
로 일원화해 엄격한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게끔 했다. 
부작용 발생 시 추가적인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적으로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0월 1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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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치과에서는 급여지
급 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숙지해 사전
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과태
료에 처해진다.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매달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
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
로,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임금 대장을 작성해 3년간 보관토록 
해왔고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때문에 소규모 치과의원들은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았고 직원들도 실수령액만 맞으면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였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임금명세서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수당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급여가 기본급으로 간주 돼 미지급된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New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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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practice patterns in the last 10 years(2011 – 2020)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oram Kim, Seonmi Kim, Namki Choi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and practice patterns in pediatric dentistry are constantly changing. This study aimed to ana-
lyze the changing trends of patient distribution and treatment patterns in pediatric dentistry.

Patient distribution and practice patterns from 2011 to 2020 at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were collected and reviewed. The total number of outpatient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un-
til 2019; however, this value decreased slightly in 2020 owing to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disease pandemic. From 2011 
to 2020, the proportion of new patients decreased from 12.18% to 8.98%. In 2011, restorative treatment was the most com-
mon, followed by preventive, surgical, endodontic, and orthodontic treatments. After 2012, preventive treatment showed 
the highest proportion, follwed by restorative, surgical, orthodontic, and endodontic treatments in 2020. The frequency of 
sedation and the proportion of insured treatments tended to increase over the 10-year study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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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아치과는 어린 시절의 구강건강 관리가 일생을 통해
좋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탄생하였다. 1956년 한국에 최초의 소아치과학교
실이 창설되었으며, 2008년부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아치과 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였
다1). 최근에는 소아치과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변화로 인
해 대학병원 소아치과 외에 소아치과의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Chae 등(2020)2)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아전문 치과의원은 343개이며, 시도별로 분류
하였을 때 경기도에 115개(33.5%)로 가장 많았고, 서울 
89개(25.9%), 부산 27개(7.9%)로 그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체
계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 만 6 -
14세까지 제1대구치를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이 급여항
목에 포함되었고, 2012년 10월에 제2대구치가 추가로 보
장되었으며, 2013년 5월에는 만 18세 이하로 보장 연령
이 확대되었다3)다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의 영구치 초기 우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
험을 적용하고 있다4)다다 .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인 환
경은 소아치과의 진료 양상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이에 관
한 연구는 향후 소아치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Son 등(2010)5)과 Kim 등(2011)6), Seo 등(2018)7)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의 신환 분포 및 진료 현
황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Kim 등(2012)8)은 광)

주지역 소아치과에 내원한 신환 분포와 진료 내용을 조
사하였으며, Kang 등(2014)9)과 Go 등(2014)10), Kim 등
(2019)11)은 각각 연세대학교 치과병원과 원광대학교 산)

본치과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의 환자 분포
및 진료 현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전남대학교 치과

병원에서는 Son 등(2012)12)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소아치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의 분포 및 진료 현황에 관
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구가 진행되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의 환자 분포 및 
진료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전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
해 향후 소아치과 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및 승
인 하에 시행되었다(CNUDH-EXP-2021-007).

1. 연구 대상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남대학
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모든 초진 및 재진 환자 
68,5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Order Co
mmunication System)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였다.

1) 환자 분포

(1) 연도별, 월별 내원 환자 수 분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아치과에 내원한 
초진 및 재진 환자 수를 집계하여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월별 내원 환자 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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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진 환자의 연령, 성별, 거주지 분포
모든 초진 환자를 0 – 2세, 3 – 4세, 5 – 6세, 7 – 8세, 
9 – 10세, 11 – 12세, 13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성별에 따
라 분류하여 연도별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모든 초진
환자의 거주지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타 지역으로 분
류하여 연도별 변화 추세를 조사하였다.

2) 진료 현황
모든 술식을 수가 코드에 따라 분류하여 각 항목의 연간 
행위 건수를 집계하였다.

(1) 연도별 진료 현황 변화
각 술식을 예방치료, 수복치료, 치수치료, 교정치료, 외
과적 치료로 분류하여 연도별 변화 추세를 조사하였다.

(2) 예방치료 및 수복치료의 변화
예방치료와 수복치료는 세부 진료 술식으로 나누어 연
도별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예방치료는 불소도포, 치면
열구전색, 스케일링으로 분류하였으며, 수복치료는 아말
감, 글라스아이오노머, 레진강화형 글라스아이오노머, 복
합레진, 기성금속관, 기성도재관으로 분류하였다.

(3) 진정법을 이용한 치료의 변화
연간 진정법을 이용한 치료의 행위 건수를 집계하여 연
도별 변화 추세를 조사하였다. 
  
(4) 급여, 비급여 진료의 비율
연간 전체 진료 중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비율을 
진료 수익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연도별 변화 추세를 알
아보았다.
  

III. 연구 결과

1. 환자 분포

1) 연도별, 월별 내원 환자 수 분포
10년간 전체 환자 수는 68,517명으로, 2011년에서 
2017년까지는 연평균 6,647명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다가 2018년 7,293명, 2019년 7,643명까지 증가하였
으나 2020년 다시 7,049명으로 감소하였다. 초진 환자
의 수는 2011년에 79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 이
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8년 792명, 
2019년 75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에 633명으로 감소하였다(Fig. 1). 전체 환자에 대한 초진
환자의 비율은 2011년(12.18%)부터 2020년(8.98%)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월별 전체 내원 환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8월이 초진 환
자 915명, 재진 환자 6,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이 초
진 환자 783명, 재진 환자 6,24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Fig. 2).

2) 초진 환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초진 환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3 – 4세 군이 총 
1,714명(23.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만 
5 – 6세 군이 1,548명(21.28%), 만 0 – 2세 군이 1,219명
(16.76%), 만 7 – 8세 군이 1,207명(16.60%)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만 13세 이상의 환자군이 324명(4.45%)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Fig. 3).
전체 초진 환자 7,273명 중 남아는 56.06%, 여아는
43.94%로 남자가 약 1.28배 많았으며, 매년 비슷한 비율
을 보였다(Table 1). 

3) 초진 환자의 거주지 분포
전체 초진 환자 중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81.2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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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new patients and revisiting patients per year.

Figure 2. Number of new patients and revisiting patients in the last 10 years according to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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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new patients in the last 10 years according to age.

Table 1. Sex distribution of new patients in the last 10 yearss

Year
Male    Female

n (%)
2011 441 (55.54)    353 (44.46)
2012 422 (57.89)    307 (42.11)
2013 413 (56.81)    314 (43.19)
2014 410 (56.01)    322 (43.99)
2015 415 (56.77)    316 (43.23)
2016 396 (55.38)    319 (44.62)
2017 389 (58.15)    280 (41.85)
2018 443 (55.93)    349 (44.07)
2019 401 (53.40)    350 (46.60)

2020 347 (54.82)    286 (45.18)

Total 4,077 (56.06) 3,196 (43.94)

명), 전라남도 지역이 15.32%(1,112명), 기타 지역이 3.48 
%(337명)로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Fig. 4). 거
주지에 따른 초진 환자의 비율은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
었다.

2. 진료 현황

1) 연도별 진료 현황 변화
각 술식을 예방치료, 수복치료, 치수치료, 교정치료, 
외과적 치료로 분류하여 연도별 변화 추세를 조사한 결
과, 2011년에는 수복치료 34.59%(1,931건), 예방치료
31.31%(1,748건), 외과적 치료 15.87%(886건), 치수치
료 11.72%(654건), 교정치료 6.50%(363건)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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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the residential areas of new patient in the last 10 years.

났다. 이후 수복치료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8
년 23.11%(2,143건)로 나타났으며, 2019년 다소 증가하
여 26.14%(2,377건)로 나타났다. 예방치료는 2011년 이
후 매우 증가하였고, 그 비율은 2017년 42.52%(3,009건)
로 가장 높았다.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
전히 전체 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치수
치료와 외과적 치료는 비슷하게 유지되었고, 교정치료
는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부터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예방치료
36.45%(2,875건), 수복치료 25.87%(2,040건), 외과적 치
료 17.32%(1,366건), 교정치료 13.28%(1,047건), 치수치
료 7.09%(559건)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5).

2) 예방치료의 변화
예방치료는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스케일링으로 분
류하여 연도별 추세를 알아보았다. 2011년부터 2013년

까지는 전체 예방치료 중 치면열구전색이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불소도포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불소도포는 2011년 742건(42.45%)에
서 2020년 2,143건(74.56%)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였다. 치면열구전색은 2011년 785건(44.91%)에서
2018년 1,621건(41.66%)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가 2019년에 1,026건(28.90%), 2020년 593건(20.62%)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케일링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Table 3).

3) 수복치료의 변화
수복치료는 아말감, 글라스아이오노머, 레진강화형 글
라스아이오노머, 복합레진, 기성금속관, 기성도재관으로
분류하여 연도별 추세를 알아보았다. 2011년에는 복합레
진 1,822건(78.53%), 기성금속관 389건(16.77%), 레진강
화형 글라스아이오노머 77건(3.32%), 글라스아이오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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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and proportion of each treatment in the last 10 years

Year
Preventive Restorative Endodontic Surgical Orthodontic

n (%)
2011 1,748 (31.31) 1,931 (34.59) 654 (11.72)   886 (15.87)   363 (6.50)

2012 2,054 (34.94) 1,709 (29.07) 726 (12.35)   941 (16.01)   448 (7.62)

2013 2,607 (40.47) 1,691 (26.25)         528 (8.20) 1,051 (16.31)   565 (8.77)

2014 3,041 (40.92) 1,788 (24.06) 861 (11.59) 1,029 (13.85)   712 (9.58)

2015 3,047 (40.13) 1,810 (23.84) 1,057 (13.92) 1,047 (13.79)   631 (8.31)

2016 3,340 (42.33) 1,810 (22.94) 1,072 (13.59) 1,102 (13.97)   567 (7.19)

2017 3,009 (42.52) 1,689 (23.87)    795 (11.23) 1,082 (15.29)   502 (7.09)

2018 3,890 (41.95) 2,143 (23.11)    990 (10.68) 1,379 (14.87)   871 (9.39)

2019 3,549 (39.03) 2,377 (26.14)  793 (8.72) 1,413 (15.54)    962 (10.58)

2020 2,875 (36.45) 2,040 (25.87)   559 (7.09) 1,366 (17.32) 1,047 (13.28)

Total 29,156 (39.33) 18,986 (25.61) 8,035 (10.84) 11,293 (15.23) 6,668 (8.99)

Figure 5.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each treatment group in the las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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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and proportion of preventive treatment in the last 10 years

Year
Fluoride therapy Pit & fissure Sealant Scaling

n (%)
2011   742 (42.45)    785 (44.91) 221 (12.64)

2012   866 (42.17) 1,065 (51.86)                123 (5.97)

2013 1,156 (44.35) 1,303 (49.99)                148 (5.66)

2014 1,631 (53.63) 1,278 (42.03)                132 (4.34)

2015 1,700 (55.80) 1,252 (41.10)                  95 (3.10)

2016 1,884 (56.42) 1,344 (40.25)                112 (3.34)

2017 1,704 (56.64) 1,136 (37.76)                169 (5.60)

2018 2,033 (52.26) 1,621 (41.66)                237 (6.08)

2019 2,279 (64.21) 1,026 (28.90)                245 (6.89)

2020 2,143 (74.56)    593 (20.62)                138 (4.82)

Total 16,138 (55.34) 11,403 (39.10) 1,620 (5.56)

18건(0.78%), 아말감 14건(0.60%)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
았다. 복합레진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 58.91%(1,365건)
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6.11%(1,830건)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기
성금속관을 이용한 수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여 2017년 27.02%(626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이후에도 행위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그 비율은 다
소 감소하여 2020년에는 25.54%(707건)로 나타났다. 아
말감을 이용한 수복은 크게 감소하여, 2017년 이후로는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기성도재관의 사용은 2013년
25건(1.20%)으로 시작하여 2018년 79건(2.81%)이 시행
된 후 2019년,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그 결과 2020년에는 복합레진 1,830건(66.11%), 기
성금속관 707건(25.54%), 레진강화형 글라스아이오노머 
111건(4.01%), 글라스아이오노머 73건(2.64%), 기성도재
관 47건(1.70%) 순으로 사용되었다(Table 4).

4) 진정법을 이용한 치료의 변화
진정법의 시행 건수를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2011년 
214건이 시행되었고,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3년 126건
으로 가장 적게 시행되었다.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9년 731건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586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Table 5). 진정
법을 이용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만 3 – 4
세 군에서 41.47%(1,717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
며, 만 5 – 6세 군에서 28.94%(1,198건), 만 7 – 8세 군에
서 13.50%(559건), 만 0 – 2세 군에서 10.36%(429건) 순
이었다(Fig. 6).

5) 급여, 비급여 진료의 비율
전체 진료 항목 중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급여 진료의 비율은 2011년 14.49%에서 
2020년 24.7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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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ber and proportion of restorative treatment in the last 10 years

Year
CR SSC GI RMGI ZC Amalgam

n (%)
2011 1,822 (78.53) 389 (16.77)   18 (0.78) 77 (3.32)   0 (0.00) 14 (0.60)

2012 1,530 (71.30) 437 (20.36)   12 (0.56)    158 (7.36)   0 (0.00)   9 (0.42)

2013 1,561 (74.65) 400 (19.13)     3 (0.14)    100 (4.78) 25 (1.20)   2 (0.10)

2014 1,545 (71.49) 373 (17.26)    1 (0.05) 230 (10.64)   4 (0.19)   8 (0.37)

2015 1,492 (66.67) 428 (19.12)  36 (1.61) 232 (10.37) 27 (1.21) 23 (1.03)

2016 1,517 (64.97) 525 (22.48) 100 (4.28)     167 (7.15) 24 (1.03)   2 (0.09)

2017 1,365 (58.91) 626 (27.02)    94 (4.06)     219 (9.45) 13 (0.56)   0 (0.00)

2018 1,773 (63.01) 671 (23.85)    52 (1.85)     239 (8.49) 79 (2.81)   0 (0.00)

2019 2,052 (65.08) 764 (24.23) 134 (4.25)     152 (4.82) 51 (1.62)   0 (0.00)

2020 1,830 (66.11) 707 (25.54)    73 (2.64)     111 (4.01) 47 (1.70)   0 (0.00)

Total 16,487 (67.73) 5,320 (21.85) 523 (2.15)  1,685 (6.92) 270 (1.11) 58 (0.24)

CR = Composite resin, SSC = Stainless steel crown, GI = Glass ionomer, RMGI = Resin modified glass ionomer, ZC = Zirconia crown

Table 5. Number of cases under sedation in the last 10 years

Year Number of cases

2011 214
2012 145
2013 126
2014 252
2015 396
2016 556
2017 429
2018 705
2019 731

2020 586

Total 4,140

IV. 총괄 및 고찰

최근 출산율 감소와 함께 치아우식 유병률의 감소, 의

료 수요의 고급화,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그로
인한 치과적 지식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소아치과의 진료 양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치과전문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아치과 전
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진료
하는 소아치과의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학병원 소아치과
에 내원하는 환자 분포 양상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2)다다 . 이
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에 내원한 환자의 분포 및 진료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
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분석한 Son 등(2012)12)은 2008)

년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의 확장 이전 후 내원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남대
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2011
년에서 2017년까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2020년 다시 감소하
였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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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patients treated under sedation in the last 10 years according to age.

내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는
2020년 1월 20일 첫 국내 환자가 확인된 이래, 급속히 
확산되어 2021년 6월 17일 기준 누적 149,731명의 확
진환자와 1,994명의 사망환자가 확인되었다13). Lee 등
(2020)14)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는 2020년 2월 이후 약 20 – 30%가 감소하였고, 대한
치과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COVID-19에 따른 경제
적 손실에 관해 연구한 Lee 등(2020)15)에 따르면, 전체 환
자 감소율은 2020년 3월 34.9%, 수입 감소율은 2020년 
4월 24.0%로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들에 비해
이 연구에서 2020년 전체 환자 감소율은 약 7.77%로 비
교적 낮은 수준이나, 추후 COVID-19에 따른 환자 수 변
화에 관한 전국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진 환자 수는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
가 2018년에 상승하였으나 2020년 다시 감소하였다. 그

러나 초진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792명)에도
Son 등(2012)12)의 연구에서 보고된 2010년 초진 환자 수
(940명)의 약 84% 수준을 보였으며, 2020년(633명)에는
더욱 감소하여 약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에
대한 초진 환자의 비율 또한 2011년(12.18%)부터 2020
년(8.9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구강위생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아우식증 발생률이 감소하
고, 소아전문 치과의원의 증가로 인해 초진 환자가 분산
된 결과로 보인다. Chae 등(2020)2)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2019년 기준 유소년 10만 명당 소아전문 치과의원 
수는 전국적으로 5.26개였으며, 광주광역시에는 5.91개
로 평균보다 많은 수를 보였고, 전국 17개 시도 중 4순위
를 기록하였다. 
Son 등(2012)12)의 연구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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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the proportions of insured and non-insured treatments.

령별 내원율은 만 7 – 8세 군이 16.8%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만 9 – 10세 군, 만 5 – 6세 군 순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만 3 – 4세 군이 2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만 5 – 6세 군, 만 0 – 2세 군, 만 7 – 8세 군이 
그 뒤를 이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단국대학교 치
과병원 소아치과의 진료 현황을 조사한 Kim 등(2019)11)

의 연구에서 또한 만 3 – 4세 군이 26.75%로 가장 많았고,
만 5 – 6세 군, 만 0 – 2세 군, 만 7 – 8세 군 순으로 나타
나 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소아치과에 초
진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평균 연령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발표한 Seo 등(2018)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
서 초진 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아 56.06%, 여아 43.94%
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한 
Kim 등(2011)6), Kim 등(2012)8), Go 등(2014)10), Kang 
등(2014)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도별 진료 현황 변화를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수복치료, 예방치료, 외과적 치료, 치수치료,
교정치료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예방치료 비율의 지
속적인 증가와 수복치료 비율의 감소로 인해 2012년 이
후에는 예방치료가 모든 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고, 2020년에는 예방치료, 수복치료, 외과적 치료, 교정치
료, 치수치료 순이었다. Seo 등(2018)7)의 연구에서 또한 
2001년 가장 낮은 빈도로 시행되었던 예방치료가 2011
년 이후 전체 진료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시행되어 2015년 
약 38.56%를 차지하였고, 수복치료의 빈도는 200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2015년 21.67%를 차지하였
으며, 이는 치아우식 유병률의 감소로 인한 결과라고 추정
하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구강건강실
태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우식경험유치지수는 2000
년 5.48개에서 2018년 3.43개로 감소하였으며, 12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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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2000년 3.30개에서 2018년 
1.84개로 감소하였다16). 더불어 보호자의 구강건강 관리
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예방치료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 치수치료는 2015년 13.92%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7.09%까지 감소하였는데, 이는 치의학 분야에서
질환의 치료 개념을 조기진단과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 관리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
다1). 즉, 치아우식증의 조기진단 및 예방적 처치로 인해 치
수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된 치아우식이 감소하였다
고 추정할 수 있다. 외과적 치료와 교정치료는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 교정치료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심미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흐
름의 결과로 추측된다.
예방치료를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스케일링으로 나
누어 연도별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
지는 전체 예방치료 중 치면열구전색의 비율이 가장 높았
으나, 2014년 이후에는 불소도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불소도포의 행위 건수는 2011년(742건)에 비
해 2020년(2,143건)에 약 2.89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
방치료 중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8년 AAPD의 가
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등도의 우식 위험이 있는 소아의 경
우 적어도 6개월마다 전문가 불소도포가 권장된다고 하
였고, 우식 위험이 더 큰 경우 사용 빈도를 높여 3 – 6개월
마다 도포할 것을 추천하였으며, 주기적인 불소바니쉬 도
포는 소아 우식의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
다17). 치면열구전색은 2009년 12월에 만 6 – 14세까지 제
1대구치를 대상으로 급여화가 실시되었고, 이후 보장 범
위와 연령이 확대되어 2013년 5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제1,2대구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비율이 30%에서 
10%로 인하되어 치료 비용 부담이 감소되었다3)다다 . 이 연구
에서 치면열구전색의 행위 건수는 2013년까지 크게 증가
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다가, 2018년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후 다시 감
소하는 양상을 보여 2020년(593건)에는 2018년(1,621
건)에 비해 약 2.73배 감소하였다. 2011년(785건)에 비
해 2013년(1,303건) 행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급여
화 실시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다가 2018년(1,621건) 또 한 번의 행위 건수 증
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비율의 인하에 따른 결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2019년 이후 치면열구전색의 행위 건수 감
소는 동년 1월부터 시행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수복치료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연도별 변화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복합레진 수복이
전체 수복치료 중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15년 이
후에는 기성금속관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복합레진 수복이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만 12
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가 실시된
2019년(2,052건)에는 지난 8년간의 연평균 건수(1,576
건)보다 약 1.30배가 증가하였다. 복합레진 수복의 급여
화 이후 치료 경향에 관해 연구한 Yun 등(2020)18)과 Jo 등
(2021)19)은 치료 비용 부담의 감소로 인해 치료 건수가 각)

각 약 3.24배, 약 2.99배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아말감
의 사용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 2건이 시행되었고
2017년 이후에는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글라스아
이오노머와 레진강화형 글라스아이오노머 수복은 2012
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Kang 등(2014)9), 
Seo 등(2018)7)의 연구에서도 전체 수복치료 중 복합레진 
수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말감 수복의 비율
은 감소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 등(2019)11)의 연구에
서는 최근 10년간 레진강화형 글라스아이오노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복합레진의 사용은 감소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수복치료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후 
변화하는 급여체계와 수복치료의 진료 양상 변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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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성도재관은 2013년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79건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나, 그
비율은 2.81%에 그쳤다. 기성도재관은 2010년 소아치과
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심미성과 생체적합성이 뛰어나고
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성금속관에 비해 치아 삭
제량이 많고 수동적 적합을 위한 치아 형성이 어렵다는 단
점이 있어 그 사용이 전치부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20)다다 .
진정법을 이용한 치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그 결과 2011년(214건)에 비해 2019년(731건)에
는 약 3.42배 증가하였다. 2012년과 2013년의 진정법 시
행 건수 감소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를 대상으
로 한 Kim 등(2019)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당해
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정법 하 치과치료 중 소아환자
의 사망 사건으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Chae
등(2016)21)의 연구에서 또한 의식하 진정법에 대한 보호
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안정성’만이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진료 수익을 기준으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나누어 비율을 조사하였다. 급여 진료의 비
율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1년에 14.49%에 그
쳤으나 2019년에는 25.34%를 차지하였다. 이는 치면열
구전색,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의 급여화에 따른 결과라
고 생각되며, Kim 등(2019)11)과 Seo 등(2018)7)의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만 5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
용한 치아우식검사를 새로운 요양급여 항목으로 신설하
였다22)다다 . 이처럼 아동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정책의 확대는
소아치과에서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 및 급여 진료
비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대상이 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
원한 환자로 국한되어 일반적인 소아환자의 내원 양상 및
진료 현황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소아
전문 치과의원 및 타 대학병원 소아치과의 환자 분포와 진
료 현황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
과에 내원한 환자 분포와 진료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전체 내원 환자 수는 2017년까지 증감
을 반복하다가 2018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8월과 1월에 내원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초진 환자는 만 
0 – 6세의 학령기 전 환아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아
가 여아보다 약 1.3배 더 많았다. 지난 10년간 진료 현황
을 살펴본 결과, 예방치료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복
치료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예방치료 중 불소도포의 
비율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예방치료의 70% 이상
을 차지하였고, 수복치료의 경우 복합레진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2019년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에 따라 행위 건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아말감의 사용은 감소하였고, 글
라스아이오노머, 레진강화형 글라스아이오노머의 사용
은 다소 증가하였다. 진정법을 이용한 치료는 10년에 걸
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진료 중 급여 진료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급여체계의 변화, 보호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소아치과 진료의 경향성이 끊임없
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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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agnostic reference levels for intraoral and panoramic radiog-
raphy through the nationwide survey at regular intervals in South Korea. 

Study Design : One hundred twenty-six dental institutions from all regions of South Korea were visited. Information on 
radiographic equipment and clinical exposure parameter was recorded at 118 intraoral and 125 panoramic equipment. Pa-
tient entrance dose (PED) and dose-area product (DAP) in intraoral radiography and DAP in panoramic radiography were 
measured using a DAP meter.

Results : Third quartile PED and DAP of intraoral radiography in adults were 1.5 mGy and 46.0 mGy cm2, those in
12-year-old children 1.2 mGy and 37.1 mGy cm2 and those in 6-year-old children 1.0 mGy and 29.9 mGy cm2. Third quartile 
DAP of panoramic radiography in adults, 12, and 6-year-old children were 227 mGy cm2, 175 mGy cm2, 163 mGy cm2, re-
spectively. The median exposure parameters of intraoral radiography in adults were 60kV, 6mA, and 0.23 seconds and those 
in 12-year-old children 60kV, 6mA, and 0.16 seconds and those in 6-year-old children 60kV, 6mA, and 0.15 seconds. The
median exposure parameters of panoramic radiography in adults were 74kV, 10mA, and 13.6 seconds and those in 12-year-
old children 67kV, 10mA, and 13.2 seconds and those in 6-year-old children 67kV, 8mA, and 12.0 seconds. 

Conclusion : As the national DRLs for intraoral radiography and panoramic radiography in Korea, we recommended 1.5 
mGy and 227 mGy cm2 for adults, 1.2 mGy and 175 mGy cm2 for 12-year-old children, and 1.0 mGy and 163 mGy cm2 for 
6-year-old children, respectively.

Key Words :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Dosage; Radiography, Dental; Radiography, Pano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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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료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단용 의료방사선에 의한 피폭
은 작은 양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확률적 영향은 역치선
량 없이 선량 증가에 따라 장애 발생률이 증가한다1). 따라
서 영상의학검사에서 방사선 피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으나 최적의 선량으로 진단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적화는
방사선 방어의 3대 원칙인 정당화, 최적화 및 선량제한 
중 하나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 진단방사선 영역에서 합리적
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낮게 선량을 유지하도록,
각 국가가 국가적 진단참고수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2). 국가적 진단참고수준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진단영상검사의 부위별 촬영조건과 환자피폭선량을 조
사하고, 선량 분포의 75%(삼사분위) 값으로 설정된다. 진
단참고수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보다 높은 상위 25%의
환자피폭선량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그 원인을 찾는 과정
에서 선량 감소가 이루어진다3)다다 .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
년)이 지난 후 다시 전국조사를 통해 진단참고수준이 낮
아진 것이 확인되면 환자 피폭선량의 저감화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진단참고수준을 다
시 설정하게 된다.
치과에서 주로 촬영하는 구내 및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은 환자가 받는 선량이 의과영역에서의 방사선촬영보다 
현저히 낮기는 하나, 국내에 많은 구내방사선촬영기와 파
노라마방사선촬영기가 보급4)급급 되어 사용횟수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방사선감수성이 높은
소아에서 치과질환 진단이나 교정치료 등을 위한 반복 촬
영 횟수가 높기 때문에, 소아에서의 진단참고수준 마련
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부터 전국 조사를 통해 의료
방사선촬영의 각 장치별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치과방사선촬영의 경우 2009년도에 치과파노라마촬영, 
세팔로방사선촬영, 구내치근단촬영을 전국적 조사를 통
해 기준을 마련하였고5), 2013년과 2014년도에 걸쳐 전
국적 조사를 통해 치과파노라마촬영의 연령별 기준을 설
정한 바 있다6)다다 .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하면 주기적인 진단
참고수준 재설정 로드맵에 따라 피폭선량 전국 분포 조사 
및 진단참고수준 재설정을 추진하여 환자 피폭선량을 저
감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의료방사선과의 지원을
받아 치과방사선촬영의 주기적인 진단참고수준 재설정
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치
과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여 성인 및 소아에서 구내 및 파
노라마 방사선촬영에 대한 연령별 진단참고수준(안)을 마
련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치과방사선촬영 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 수집 대상기
관은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현황, 의료장비 현황을 조사 
참고하여, 17개 시 도 지역별로 전국에 걸친 국내 치과대
학병원, 종합병원 치과, 치과병원, 치과의원 급을 포함한 
126개의 치과의료기관의 118대 구내치근단촬영기, 125
대 파노라마촬영기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2018년 9월부
터 2019년 3월까지 방문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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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내 및 파노라마방사선촬영의 진단영상 정보 조사 및 환
자선량 측정

구내 치근단 및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시 임상 촬영조
건을 포함한 진단영상 정보를 조사하고, 성인 및 소아의
촬영조건을 이용하여 피폭선량 측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구내 치근단방사선촬영의 환자선량은 기존에 보고
된 국내외의 진단참고수준3,5-14)준준 과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 
선량 즉 Patient Entrance Dose (PED)와 Dose-Area 
Product (DAP) 값을 측정하였다. PED는 구내촬영시 후
방산란 없이 방사선촬영기 cone의 끝에서 측정한 흡수선
량이며3), DAP는 그 흡수선량과 조사면적을 곱하여 산출
한 선량이다12). PED와 DAP는 DAP 측정기의 이온챔버
를 방사선촬영기 cone의 끝에 위치시켜, 환자나 팬톰을
위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악 대구치의 치근단방사선
촬영 조건으로 노출하여 측정하였다8,12)다다 .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은 역시 환자나 팬톰을 위치시키지 않고 DAP 측정기
의 이온챔버를 엑스선 관두부의 1차 시준기에 부착하여

DAP값을 측정하였다5,6,12)다다 . 선량 측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DAP meter (DIAMENTOR M4-KDK, PTW, Freiburg, 
Germany)를 한국표준과학원에서 calibration 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진단영상 정보를 수집하였다. 

1) 구내 치근단방사선촬영
치과방사선촬영기 cone의 끝에 후방산란 방사선이 도
달하지 않도록 DAP 측정기의 이온챔버를 위치(Fig. 1)시
켜 DAP와 PED를 측정하였다. 노출 조건은 각 의료기관
에서 실제 성인 남자 및 6세, 12세 소아 환자의 하악 대구
치에서 사용하는 치근단촬영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여 3
회씩 DAP와 PED를 측정하고, 온도와 기압을 측정하여
보정계수를 구하여 보정한 후에 평균값을 구했다.
치과의료기관 규모, 영상획득장치 종류 (DR type, CR 
type, Film type), 이동형 또는 고정형, 촬영조건(관전압, 
관전류, 조사시간, 초점-피부 거리), 촬영기 데이터(제조
사, 제조년도) 등을 조사하였다.

Figure. 1. The ionization chamber of DAP meter was positioned at the end of the exit cone of the intraoral
X-ray machine for the PED and DAP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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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ionization chamber of DAP meter was positioned at the tube side of panoramic
radiographic machine for the DAP measurement.

2) 파노라마방사선촬영
파노라마촬영기의 1차 시준기 전면에 DAP 측정기의 
이온챔버를 위치(Fig. 2)시킨 후 전 노출시간에 걸쳐 DAP
를 측정하였다. 노출 조건은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 성인
남자 및 6세, 12세 소아 환자에서 사용하는 파노라마 촬
영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여 3회씩 DAP를 측정하고, 온도
와 기압을 측정하여 보정계수를 구하여 보정한 후에 평균
값을 구했다. 
치과의료기관 규모, 영상획득장치 종류 (DR type, CR 
type, Film type), 촬영조건(관전압, 관전류, 조사시간),
촬영기 데이터(제조사, 제조년도, 부가여과) 등을 조사하
였다.

3. 데이터 분석

구내 치근단 및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시 측정, 조사한 촬
영조건과 환자 피폭선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III. 결과

Table 1, 2는 126개의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사,
측정한 118대 구내치근단촬영기, 125대 파노라마촬영기
의 수를 치과의료기관의 규모별, 지역별로 보여 준다.
구내 치근단 및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시 조사된 촬영장
비의 촬영조건 및 측정된 환자선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구내치근단방사선촬영

(1) 연령별 촬영조건 비교
구내 치과 방사선촬영장치 118대에 대하여 각 의료기
관에서 성인 남자 치근단방사선촬영 조건을 조사하여 평
가한 결과, 관전압은 60 ~ 70 kV, 관전류는 1 ~ 10 mA,
노출시간은 0.05 ~ 1.05초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앙
값은 각각 60 kV, 6 mA, 0.23초 였다(Table 3).
12세 소아 촬영을 하는 115대 장치에 대하여 각 의료



우
리
나
라
의
 구
내
 치
근
단
 및
 파
노
라
마
방
사
선
촬
영
의
 진
단
참
고
수
준

ORIGINAL ARTICLE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9권 제10호 2021 555

기관에서 12세 소아의 구내치근단방사선촬영 조건을 조
사하여 평가한 결과, 관전압은 60 ~ 70 kV, 관전류는 1 ~ 
10 mA, 노출시간은 0.05 ~ 1.0초 까지 사용하고 있었으
며, 중앙값은 각각 60 kV, 6 mA, 0.16초 였다(Table 3).
 6세 소아 촬영을 하는 114대 장치에 대하여 각 의료기
관에서 6세 소아의 구내치근단방사선촬영 조건을 조사하
여 평가한 결과, 관전압은 60 ~ 70 kV, 관전류는 1 ~ 10
mA, 노출시간은 0.05 ~ 1.0초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
앙값은 각각 60 kV, 6 mA, 0.15초 였다(Table 3).

(2) 연령별 환자선량 비교
Table 4는 성인, 12세, 6세의 촬영조건에서 측정한 환
자선량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1사분위값, 중앙값, 3
사분위값을 보여준다. 성인의 환자선량 중앙값은 26.5 
mGy cm2mm 와 1.0 mGy로, 12세, 6세의 선량 중앙값인
21.2 mGy cm2mm 와 0.7 mGy, 19.0 mGy cm2mm 와 0.7 mGy
보다 높았다. 성인, 12세, 6세 환자선량 3사분위값은 각각 
46.0 mGy cm2mm 와 1.5 mGy, 37.1 mGy cm2mm 와 1.2 mGy,
29.9 mGy cm2mm 와 1.0 mGy였다. Fig. 3, 4는 성인에서 구
내치근단방사선촬영시 방사선량 분포 및 3사분위값을 보
여준다. Fig. 5, 6은 12세 소아에서 구내치근단방사선촬

Table 1. Number of dental institution and intraoral X-ray machine surveyed in the study according to an administrative district
in South Korea

Administrative district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No. of dental institution

Seoul 3 (5) 1 (1) 23 (23) 27 (29)
Busan 0 (0) 0 (0) 8 (8) 8 (8)
Daegu 1 (1) 1 (1) 5 (5) 7 (7)
Incheon 0 (0) 1 (1) 3 (3) 4 (4)
Gwangju 2 (3) 1 (1) 6 (6) 9 (10)
Daejeon 0 (0) 1 (1) 3 (3) 4 (4)
Ulsan 0 (0) 1 (1) 1 (1) 2 (2)

Gyeonggi 0 (0) 1 (1) 15 (15) 16 (16)
Gangwon 1 (1) 0 (0) 2 (2) 3 (3)
Chungbuk 0 (0) 0 (0) 3 (3) 3 (3)
Chungnam 1 (5) 0 (0) 5 (5) 6 (10)
Jeonbuk 2 (2) 0 (0) 5 (5) 7 (7)
Jeonnam 0 (0)  0 (0) 3 (3) 3 (3)
Gyeongbuk 0 (0) 1 (1) 4 (4) 5 (5)
Gyeongnam 1 (2) 0 (0) 2 (2) 3 (4)

Jeju 0 (0) 0 (0) 1 (1) 1 (1)
Sejong 0 (0) 1 (1) 1 (1) 2 (2)
Total 11 (19) 9 (9) 90 (90) 110 (118)

Number in (  ) is the number of intraoral X-ray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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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dental institution and panoramic machine surveyed in the study according to an administrative district in 
South Korea  

Administrative district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No. of dental institution

Seoul 3 (4) 2 (2) 28 (28) 33 (34)
Busan 0 (0) 0 (0) 7 (7) 7 (7)
Daegu 1 (1) 1 (1) 5 (5) 7 (7)
Incheon 0 (0) 0 (0) 4 (4) 4 (4)
Gwangju 2 (3) 1 (1) 6 (6) 9 (10)
Daejeon 0 (0) 1 (1) 3 (3) 4 (4)
Ulsan 0 (0) 1 (1) 1 (1) 2 (2)

Gyeonggi 0 (0) 1 (1) 16 (16) 17 (17)
Gangwon 1 (1) 0 (0) 2 (2) 3 (3)
Chungbuk 0 (0) 0 (0) 5 (5) 5 (5)
Chungnam 1 (3) 1 (1) 5 (5) 7 (9)
Jeonbuk 2 (2) 0 (0) 5 (5) 7 (7)
Jeonnam 0 (0) 0 (0) 4 (4) 4 (4)
Gyeongbuk 0 (0) 1 (1) 4 (4) 5 (5)
Gyeongnam 1 (1) 0 (0) 2 (2) 3 (3)

Jeju 0 (0) 0 (0) 2 (2) 2 (2)
Sejong 0 (0) 1 (1) 1 (1) 2 (2)
Total 11 (15) 10 (10) 100 (100) 121 (125)

Number in (  ) is the number of panoramic machine.

Table 3. Exposure parameters for adult mandibular molar intraoral periapical radiography according to age

12-year-old child (N=115) 6-year-old child (N=114)
Tube
voltage
(kV)

Tube
current 
(mA)

Exposure 
time
(sec)

Tube
voltage 
(kV)

Tube
current 
(mA)

Exposure 
time
(sec)

Tube
voltage
(kV)

Tube
current 
(mA)

Exposure
time
(sec)

Minimum 60 1 0.05 60 1 0.05 60 1 0.05
Maximum 70 10 1.05 70 10 1.00 70 10 1.00
Mean 63 6 0.29 62.8 6.0 0.22 62.8 6 0.19

1st quartile 60 3 0.2 60 3 0.1 60 3 0.10
Median 60 6 0.23 60 6 0.16 60 6 0.15

3rd quartile 65 10 0.30 65 10 0.25 65 10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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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ient doses for mandibular molar intraoral periapical radiography according to age

Adult (N=118) 12-year-old child (N=115) 6-year-old child (N=114)
DAP

(mGy cm2) PED (mGy) DAP
(mGy cm2) PED (mGy) DAP 

(mGy cm2) PED (mGy)

Minimum 10.0 0.4 5.9 0.2 5.9 0.2
Maximum 117.1 5.6 115.0 4.1 115.0 4.1
Mean 37.1 1.3 29.0 1.0 25.1 0.9

1st quartile 18.9 0.7 13.6 0.5 12.7 0.4
Median 26.5 1.0 21.2 0.7 19.0 0.7

3rd quartile 46.0 1.5 37.1 1.2 29.9 1.0

DAP : Dose-area Product, PED: Patient Entrance Dose

Figure. 3. Distribution of measured DAP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intraoral radiography in
adult. The 3rd quartile DAP values was 46.0 mGy cm2.

Figure. 4. Distribution of measured PED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intraoral radiography in
adult. The 3rd quartile PED values was 1.5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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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tribution of measured DAP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intraoral radiography in
12 year-old child. The 3rd quartile DAP values was 37.1 mGy cm2.

Figure. 6. Distribution of measured PED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intraoral radiography in
12 year-old child. The 3rd quartile PED values was 1.2 mGy.

Figure. 7. Distribution of measured DAP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intraoral radiography in
6 year-old child. The 3rd quartile DAP values was 29.9 mGy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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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시 방사선량 분포 및 3사분위값을 보여준다. Fig. 7, 8
은 6세 소아에서 구내치근단방사선촬영시 방사선량 분포
및 3사분위값을 보여준다.  

2) 파노라마방사선촬영

(1) 연령별 촬영조건 비교
파노라마방사선촬영장치 125대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
에서 성인 남자의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조건을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 관전압은 65 ~ 94 kV, 관전류는 4 ~ 15 mA,
노출시간은 10.8 ~ 20초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앙값앙앙
은 각각 74 kV, 10 mA, 13.6초였다(Table 5).
12세 소아 촬영을 하는 122대 장치에 대하여 각 의료기
관에서 12세 소아의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조건을 조사하
여 평가한 결과, 관전압은 62 ~ 94 kV, 관전류는 4 ~ 13
mA, 노출시간은 10.2 ~ 20초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
앙값은 각각 67 kV, 10 mA, 13.2초였다(Table 5).
6세 소아 촬영을 하는 118대 장치에 대하여 각 의료기
관에서 6세 소아의 파노라마방사선촬영 조건을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 관전압은 62 ~ 94 kV, 관전류는 4 ~ 11 mA,
노출시간은 10.2 ~ 20초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앙값

은 각각 67 kV, 8 mA, 12.0초였다(Table 5).

(2) 연령별 환자선량 비교
Table 6은 성인, 12세, 6세의 촬영조건에서 측정한 환
자선량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1사분위값, 중앙값, 3
사분위값을 보여준다. 성인의 환자선량 중앙값은 142
mGy cm2mm 로, 12세, 6세의 선량 중앙값인 89 mGy cm2mm , 
72 mGy cm2mm 보다 높았다. 성인, 12세, 6세 환자선량 3사
분위값은 각각 227 mGy cm2mm , 175 mGy cm2, 163 mGy 
cm2mm 였다.
Fig. 9는 성인에서, Fig. 10은 12세 소아에서, Fig. 11은
6세 소아에서 각각 파노라마방사선촬영시 방사선량 분포 
및 3사분위값을 보여준다.

IV. 고찰

본 연구에서 17개 시, 도 지역별로 전국에 걸친 126개 
치과의료기관의 118대 구내치근단촬영기, 125대 파노라
마촬영기를 대상으로 측정, 조사하여, 구내 및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시 연령별로 진단참고수준(안)이 도출되었다.

Figure. 8. Distribution of measured PED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intraoral radiography in
6 year-old child. The 3rd quartile PED values was 1.0 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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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osure parameters for  panoramic radiography according to age 

12-year-old child (N=122) 6-year-old child (N=118)
Tube
voltage 
(kV)

Tube
current 
(mA)

Exposure 
time
(sec)

Tube
voltage 
(kV)

Tube
current 
(mA)

Exposure 
time
(sec)

Tube
voltage
(kV)

Tube
current 
(mA)

Exposure
time
(sec)

Minimum 65 4 10.8 62 4 10.2 62 4 10.2
Maximum 94 15 20.0 94 13 20.0 94 11 20.0
Mean 74 10 14.2 70 9 13.5 69 9 13.3

1st quartile 70 10 13.5 67 8 11.5 66 7 11.5
Median 74 10 13.6 67 10 13.2 67 8 12.0

3rd quartile 75 12 15.8 71 10 14.3 69 10 14.2

Table 6. Patient doses for panoramic radiography according to age 

(DAP: mGy cm2)

Adult (N=125) 12-year-old child (N=122) 6-year-old child (N=118)
Minimum 16 16 12
Maximum 748 624 624
Mean 205 154 142

1st quartile 105 59 58
Median 142 89 72

3rd quartile 227 175 163

DAP : Dose-area Product

Figure. 9. Distribution of measured DAP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panoramic radiography
in adult. The 3rd quartile DAP values was 227 mGy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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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주요국 치과방사선촬영의 보고된 진단참고수
준과 본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치과방사
선촬영의 경우 2009년에 성인의 구내치근단방사선촬영,
파노라마방사선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고
5), 2014년에 성인과 소아에서 파노라마방사선촬영의 기
준을 설정한 바 있다6)다다 .
2009년 설정된 성인의 하악 대구치의 구내치근단방사

선촬영의 진단참고수준은 DAP, PED값으로 87.4 mGy
cm2mm , 3.1 mGy였다5,15)다다 . 그에 비해 본 연구에 의해 조사된 
환자선량 분포의 3사분위 DAP, PED값은 46 mGy cm2mm , 
1.5 mGy로, 현저히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진
단참고수준은 102대의 촬영기에서 얻은 선량을 기초로 
설정되었으며, DR type이 55%, Film type이 42%, CR 
type이 3%로 구성된 반면5,15), 본 연구에서는 전체 118

Figure. 10. Distribution of measured DAP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panoramic radiogra-
phy in 12 year-old child. The 3rd quartile DAP values was 175 mGy cm2.

Figure. 11. Distribution of measured DAP value and 3rd quartile value for panoramic radiogra-
phy in 6 year-old child. The 3rd quartile DAP values was 163 mGy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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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the result of this study with the previously proposed DRLs in other country and Korea  

Country published year
DRLs

Intraoral periapical radiography Panoramic radiography

the UK 
(PHE)8,9)

 2012,
2018

adult  1.7 mGy
child  0.7 mGy

adult  93 mGy cm2

child  67 mGy cm2

USA (NCRP
172)14) 2012 1.6 mGy 100 mGy cm2

Greece (Tierris
et al.)13) 2004 62 mGy cm2

(mean DAP at 60kV)
adult  117 mGy cm2

child   77 mGy cm2

France11) 2014 200 mGy cm2

Finland
(STUK)11) 2014 5 mGy 120 mGy cm2

South Korea5) 2009 3.1 mGy, 87.4 mGy cm2

South Korea6) 2014
adult   151 mGy cm2,
10-year-old child  105 mGy cm2

  5-year-old child   97 mGy cm2

this study 2019
adult 1.5 mGy
12-year-old child 1.2 mGy 
 6-year-old child 1.0 mGy 

adult  227 mGy cm2

12-year-old child  175 mGy cm2

  6-year-old child  163 mGy cm2

대 중 DR type이 81%, Film type이 5%, CR type이 14%
로 DR type이 현저히 증가하고, Film type의 수는 현저
히 감소하였다17). 2009년에 DR type의 평균 DAP 선량
은 39 mGy cm2mm 로 Film type의 84 mGy cm2mm 보다 낮았
으며5,15), 본 연구에서도 DR type의 평균 DAP 선량은 31 
mGy cm2mm 로 Film type의 83 mGy cm2mm 보다 낮았다17). 따
라서 구내치근단촬영의 경우 Film type이 지금까지의 추
세대로 계속 감소한다면 향후 더욱 선량 저감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동형(포터블) 장비의 보급이 증가되었는데,
2009년 15% 정도 차지하던 이동형 장비가 본 연구에서
는 26%로 증가되었으며, 평균 DAP 선량은 2009년에 이
동형과 고정형이 각각 51 mGy cm2mm , 61 mGy cm2mm  이
었는데5,15), 본 연구에서는 각각 44 mGy cm2mm , 35 mGy 

cm2mm  로 다 감소하였다17). 이와 같이 선량이 감소된 이유
는 이동형과 고정형 구내방사선촬영장비가 모두 필름 대
신 DR의 디지털 센서나 CR의 영상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촬영자가 직접 손으
로 들고 촬영하는 이동형 장비는 고정형 장비보다 환자선
량이 낮아 촬영자가 받는 선량은 미미하다고 제조사들이
광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17) 이동형의 평균 )

환자선량이 44 mGy cm2mm 로, 고정형의 35 mGy cm2mm 보다
높게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 3월 기준 치과용 방
사선촬영기 보급현황(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 자료)
에 따르면 구내방사선촬영기 총 22,237대 중 이동형 장
비가 8,494대로 38%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본 연구
에서의 구성비보다 더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
로도 이동형 장비의 증가 추세는 계속되리라 생각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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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환자 및 술자선량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이동형 장
비의 승인 요건을 국제 규격에 맞추고 철저한 관리가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구내치근단방사선촬영시 성인의 환자선
량 분포의 3사분위 DAP, PED값은 46.0 mGy cm2mm 와 1.5
mGy로, 미국의 1.6 mGy14), 영국의 1.7 mGy8,9)yy , 그리이
스 62 mGy cm2 13)mm , 핀란드 5 mGy11)보다 낮았다. 단지
소아의 경우 6세는 1.0 mGy, 12세는 1.2 mGy로 영국
의 0.7 mGy8,9)yy  보다 다소 높았다. 성인은 낮은 환자선량)

을 보이는데 소아가 다소 높은 선량을 보인 이유로, 6세
와 12세 소아를 촬영할 때 성인과 동일한 촬영조건을 주
거나, 6세 소아 촬영시 12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령에
맞게 적절히 촬영조건을 수정한다면 더욱 선량 저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파노라마방사선촬영의 경우, 2014년 17개 시 도
지역별로 전국에 걸친 242대 파노라마촬영기를 대상으
로 하여 설정된 성인의 진단참고수준은 151 mGy cm2mm
6,16) 였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125대 파노라마촬영기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된 환자선량 분포의 3사분위값은 227 
mGy cm2mm 로 상당히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샘플 수가 적었지만 두 연구 모두 17개  시 도 지역
별로 전국에 걸친 치과의료기관의 지역별 비율에 맞추어 
선정하여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선량
증가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이전 연구의
내용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2014년 진단참고수준 연구
에 포함된 촬영기 중 DR type이 90%, Film type이 3%,
CR type이 7%로 구성6)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125대 중 
DR type이 97%, CR type이 3%로 구성되었다17). 즉 DR 
type은 증가하고, Film type은 한 대도 없었다. 2014년 
DR type의 평균선량은 144 mGy cm2mm 로 Film type, CR 
type 보다 높았는데16), 본 연구에서 DR type의 평균 선량
값, 중앙 선량값은 209 mGy cm2mm , 143 mGy cm2mm 로, CR 

type의 87 mGy cm2mm , 85 mGy cm2mm  보다 현저히 높았으
며, DR type의 평균 선량은 2014년도의 평균 선량보다
도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17). 2014년 이후 치과의료기관
에서 노후 파노라마방사선장비 교체시 대부분 DR type
의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DR type의 장비는 이전
연구에서도 높은 선량을 보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더욱 
높은 선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보다 DR type 장비의 평균 선량값, 중앙 선량값
이 높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파노라마촬영장비 제조사
별 선량을 비교해 보았다. 2014년 연구에서 국외장비는 
42%, 국내장비 58%였는데6), 본 연구에서는 국외장비는
26%로 감소하고 국내장비가 74%로 증가하였다. 2014년
국내장비의 평균 DAP는 280 mGy cm2mm 로, 국외장비의 
평균 DAP 102 mGy cm2mm  보다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국내장비의 평균 DAP는 310 mGy cm2mm  로 국외장비의 
평균 DAP 100 mGy cm2mm  보다 높았다17).
2017년 3월 기준 치과용방사선촬영기 보급현황(질병
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 자료)에 따르면, 파노라마방사선
장비가 10,631대, Cone-beam CT 장비가 8,180대 보
급되어 있다. 대부분의 Cone-beam CT 장비는 파노라
마 겸용 장비이므로, 실제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파노라
마촬영 장비는 18,000여 대로 볼 수 있다. 파노라마장비 
10,631대 중 국내장비는 5,301대, 국외장비는 5,330대이
며, Cone-beam CT장비 8,180대 중 국내장비는 7,650
대, 국외장비는 530대로, 실제 파노라마촬영을 하는 장비 
중 국내 장비는 약 13,000대 (69%), 국외장비는 약 5,800
대(31%)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장비의 경우 평균 환자선
량이 국외장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출시되는 장비
도 제조사에 따라 여전히 높은 선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
았다17). 국내 제조사들이 고화질이면서 낮은 선량의 좋은 
제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치과의사들의 저선량 장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장비를 구입하는 치과의사들
이 저선량 장비를 선호할 때, 제조사들은 선량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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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DR장비는 적
정 선량보다 높은 선량으로 촬영해도, 화질에 큰 영향이 
없어 고선량으로 조사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치과의사가 적절한 촬영조건을 찾지 않고 별 생각 없
이 높은 선량 조건으로 고정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17,18). 또한 장비
제조사가 촬영조건 설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장비 제
조사, 정도관리업체 등에 진단참고수준 홍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18).
진단참고수준이란 방사선 방어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최적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진단참고수준을 설정
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 방사선영상검사의 환자선량이 병
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진단참고수준은 강제성이 없는 
값으로 자발적인 저감 활동을 유도한다. 동일 검사의 전국
적인 선량 분포조사에서 75%값을 진단참고수준으로 설
정하면, 이를 초과하는 기관은 자발적으로 선량 저감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이루
어지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진단참고수준을 임상
에 적용시 최적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선량이 감소되는 효
과를 가질 수 있으나, 영상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선량과 영상의 질에 대한 지속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18).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 도 지역별로 전국에 걸친 126
개 치과의료기관의 118대 구내촬영기, 125대 파노라마
촬영기를 대상으로 측정 조사하여, 구내치근단방사선촬
영은 성인, 12세, 6세에서 전체 조사된 환자 선량분포의
3사분위값인 46 mGy cm2mm 와 1.5 mGy, 37 mGy cm2mm
와 1.2 mGy, 30 mGy cm2mm 와 1.0 mGy를, 파노라마촬영
은 성인, 12세, 6세에서 각각 227 mGy cm2mm , 175 mGy 
cm2mm , 163 mGy cm2mm 를 국가적 진단참고수준(안)으로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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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tal approach for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by using navigation surgical guide: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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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title: Crestal approach by using surgical guide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novel method for safe and precise crestal approach technique for s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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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 placement and sinus augmentation.

Materials and Methods : 5 patients who needed crestal approach sinus augmentation for implant placement were collected.
There were more than 4mm residual bone in those patients. Intraoral image taking and CBCT taking were performed for 
digital planning. Digital planning was conducted for crestal approach sinus augmentation and implant placement. 2 navigation 
surgical guides(crestal/implant) were fabricated for each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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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 surgical guide.

Conclusion : Crestal approach for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by using navigation surgical guide would be a reliable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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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악골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 골부족으로 인
해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상악 구치부의 경
우 수평골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상악동 함기화로 인
해 수직골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짧은 임
플란트를 심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
만 구치부의 저작력을 감당하기 위해 상악동 골이식과 함
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악동 골
이식하는 방법은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crestal
approach sinus lifting)과 측방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
(lateral approach sinus lifting)이 있다. Tatum등이 측
방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제안하였으며 Summers등이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제안하였다1~3). 두 술식 
모두 장시간에 걸쳐 많은 임상가에게 사용되어온 임상적
으로 입증된 수술 방법이다. 잔존골이 4mm이하일 경우 
측방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추천하며 잔골이 4mm이상
인 경우에서는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많이 사용
한다4)다다 . 이러한 상악동 거상술을 쉽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많은 기구가 제안되었으며 특히 측방 접근식 상악동 거
상술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CAD/CAM(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을 이
용하여 측방 접근 위치를 가이드 하는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5-8)다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상악동 거상술은 상악동 주위의 혈관 등으로 인한 출
혈, 상악동막 천공, 술후 감염등으로 인해 일부 임상가들
에게는 아직도 어려운 술식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9~11)다다 .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새로운 디지털 장
비와 프로그램이 출시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구강스
캐너, 3D프린터, 3D프로그램들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치과분야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치과 치료가 가
능하게 되었다. 임플란트 수술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시
스템이 적용되면서 예전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
다12). 이러한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은 수술 전에 
환자 구강내 인상채득을 통해 석고모형을 만들어서 모형
을 스캔하거나 직접 구강내를 디지털 스캐닝하여 구강내 
디지털 이미지를 확보한 것과 CBCT 방사선영상 데이터
를 중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중첩된 데이터를 임플란트 가이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향후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될 위치를 예측하고 주위 해
부학적 구조물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플란트 위치를 설정
한다. 그리고 설정된 임플란트 위치에 맞춰 임플란트 수
술용 디지털 가이드를 밀링장비나 3D프린터로 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디지털 임플란트 식립 시스템은
단순히 임플란트의 최종 위치만을 고려하여 사용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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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을 이
용한 단순히 임플란트 식립만이 아닌 측방접근식 상악
동 거상술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6)다다 .
본 연구에서는 치조정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에서 적용가
능한 네비게이션 수술용 가이드 시스템을 제안하며 관련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한림대학교 의료원 치과에 내원한 환자중 상악동 골이식
이 필요한 임플란트 식립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 검사를 통해 상악동까지 잔존골이 4mm이상인 환
자중 네비게이션 수술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에 동의한 환자 5명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한림대학
교 성심병원 임상연구 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았다. (IRB number: 2020-05-010)
대상자들은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와 CBCT 방사선 검

사를 시행하였고 구강내 디지털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방사선 영상은 DICOM(Digital Imaging and Com-
munications in Medicine) 파일로 저장되었다. 구
강내 디지털 이미지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획득
하였다.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후 석고모형을 만들어
서 모델스캐너(Rainbow Scanner; Dentium)를 이용
하거나 디지털구강스캐너(Medit i500; Medit corp.)
를 이용하여 구강내 디지털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이
렇게 확보한 디지털 이미지는 모두 STL(standard 
tessellation language) 파일 형태로 저장되었다.
방사선 영상과 구강내 디지털 이미지는 임플란트 식립 가
이드 프로그램상에서 같은 위치로 중첩되었다 (3Shape
Implant Studio; 3Shape A/G, Digital Guide; Den-
tium). 임플란트 식립 가이드 프로그램 상에서 상악동하
연 경계부위 까지 거리가 약 1mm가 되도록 적절한 크
기의 임플란트를 위치시켰다 (Fig. 1a). 이렇게 결정된 위
치를 기반으로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위한 첫
번째 수술가이드를 디자인하였다 (Fig. 1b). 추가적으로 

Figure 1.     Navigation surgical guide for crestal approach sinus augmentation and implant placement.
a) Digital planning for crestal approach sinus augmentation; b) Navigation surgical guide for
crestal approach sinus augmentation; c) Digital planning for implant placement; d) Navigation
surgical guide for implant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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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rilling for crestal approach sinus augmentation by using navigation surgical guide

상악동 하연과 상관없이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위
치에 맞춰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두번째 수술용 가이드
도 디자인하였다 (Fig. 1c,1d). 이렇게 디자인한 2개의 수
술용 가이드를  3D 프린터 (ProJet 6000 HD; 3D sys-
tems, USA) 또는 디지털 밀링 장비(Rainbow Milling 
Machine, Dentium, Korea)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임플란트 수술시 2% 리도카인 국소마취제로 마취를 시
행하고 절개 및 박리를 시행하였다. 이때 절개는 치조정
의 협설측 중간 위치에서 1mm정도 설측으로 이동하여 
시행하였으며 박리는 전층박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치
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위한 수술가이드(DIGITAL 
GUIDE SYSTEM, DENTIUM)를 이용하여 상악동하연
하방 1mm까지 임플란트 드릴링을 단계별로 시행하였으
며 그 단계마다osteotome 기구(DASK kit, DENTIUM)
도 직경을 늘려가며 상악동 하연을 거상시켰다(Fig. 2).
식립하고자하는 임플란트 직경까지 임플란트 드릴링을
완료한 후 상악동하연에 맞춰서 osteotome기구로 추가 
상악동 거상하였다. 거상된 상악동 내부에는 합성골(OS-

TEON3, GENOSS)을 이식하였다. 그리고 두번쨰 디지
털 가이드를 이용하여 예정된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계획
된 위치에 식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봉합은 4-0 또는 5-0 
polyamide 봉합사(Dafilon; B.Braun Melsungen A/G)
로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완료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CBCT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총 5명의 환자에서 네비게이션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
한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사용하여 총 8개의 임
플란트(Superline, Dentium)를 식립하였다. 제2소구치
부위 3개, 제1대구치부위 4개, 제2대구치 부위 1개의 임
플란트가 식립되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상악동염과 같은
술후 문제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성별, 나이, 
술 전/후 치조골 높이, 사용된 임플란트 종류, 추적관찰기
간등을 기록하였으며 임상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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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Table 1). 술후 방사선 검사 상에서 이식된 
골은 안전하게 위치하였으며 임플란트 역시 계획된 위치
에 식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찰

상악동 골이식은 상악골에서 수직골이 부족한 경
우 유용한 술식이며 치조정접근식 상악동 거상술과 측
방접근식 상악동 거상술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임상가
들이 측방접근식 상악동 거상술과 치조정접근식 상악
동 거상술 모두 어려운 술식이라고 생각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치조정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은 보
이지 않는 공간에서 상악동 하연을 거상하는 방법이므
로 거상 중 상악동막이 천공되거나 거상 후 이식된 골
이 제대로 위치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
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치조정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좀더 안전하고 쉽게하
기 위해 다양한 수술 기구가 개발되어왔다. 먼저 골 삭
제시, 천공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기구들이 있
다. 골을 삭제하는 드릴을 다이아몬드로 코팅하여 점막
에 드릴이 직접 닿아도 점막이 찢어질 가능성을 낮추거
나 아니면 드릴의 끝을 편평하게 하여 수직적으로 날카

로운 부분을 최소화한 기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상악
동 점막을 안전하게 거상하기 위해 개발된 수압거상 기
구들도 있다. 수압거상 기구들은 상악동과 개통된 이
후 점막을 안전하게 거상하기 위해 개발된 기구이다.
또한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하기 전에 1mm이하의 잔존
골을 남기고 골을 삭제하고 상악동 하연에 가장 가깝게 접
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나 CBCT 방사선 사진을 통해 술자의 경험을 바탕
으로 치조정에서 상악동 하연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
리에서 약 1mm정도 짧게 골삭제를 시행한다. 안전한 골
삭제를 위해 골삭제 드릴이 일정 깊이 이상 들어가지 않
도록 stopper를 드릴에 끼우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술자의 경험에만 의존한 골삭제나 stopper를 
이용한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져서 불충분한 골삭제나 과
도한 삭제로 인한 천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상악
동 격벽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 경우 술자의 경
험에만 의존한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13). 이러한 경험에 의존한 과거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상악동 거상술이 제안되고 있다. 측방접근식 상악동 거상
술시 측방접근 위치를 정확하고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수
술용 가이드도 제안되었으며 이와 함께 임플란트의 이상
적인 위치 결정을 위한 임플란트용 수술가이드도 많이 사

Table 1. 대상자 식립 부위 및 임플란트 종류

대상자 성
별

나
이 식립부위 치조골 높이

(전/후) : mm
상악동막
천공 임플란트 종류 술 후

부작용 제작방식 관찰기간

1 M 57 #26 27 5/8 무 Superline(Dentium): 4.5*8/4.5*8 무 3D printing 6mon

2 M 64 #15 16 5.5/8 무 Superline(Dentium): 4.0*8/4.5*8 무 Milling 18mon

3 F 60 #15 16 6/8 무 Superline(Dentium): 4.0*8/4.5*8 무 Milling 20mon

4 F 68 #25 4.5/8 무 Superline(Dentium): 4.0*8 무 3D printing 9mon

5 M 71 #16 5/8 무 Superline(Dentium): 4.5*8 무 Milling 24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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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5,6,14,15)다다 . 하지만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
을 위한 수술용 가이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상악동 하연까지의 정확한 골삭제를 위
해 술전에 CBCT영상과 구강이미지에 근거하여 네비게
이션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
확하고 신속한 치조정접근식 상악동 거상을 할 수 있었
다.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서 시행되는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디자인된 수술
용 가이드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최소한의 수직적 골만 
남길 수 있어서 손쉽게 상악동 골이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악동 거상술 가이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로 임플란트 식립 가이드외에 상악동 거상술 가이
드를 추가 사용해야한다는 점이다. 물론, stopper가 있는 
드릴을 사용하면 이러한 추가 가이드 사용을 피할 수 있
지만 모든 임플란트 회사에서 stopper 드릴이나오는 것
이 아니므로 이러한 추가 상악동 거상술용 가이드 제작
을 염두해야 한다. 그리고 stopper도 드릴에 정확히 고정
이 안되고 움직일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가이드 자체가 부피감이 있어
서 환자가 수술 중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7)다다 . 세
번째로 기존의 전통적인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에 

비해 술전에 디지털 계획을 위한 준비와 이러한 계획을 바
탕으로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수술용 가이드 제작 과정 중 인상채득시 발생하는 
오차, 부정확한 구강내 적합, 방사선 영상의 부정확성, 가
이드 제작시 발생하는 오차등으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생
길 수 있으나 이러한 오차는 주의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16-19).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가이드를
이용하여 아무리 적절한 높이로 골을 삭제하고 하더라도 
골이식을 하더라도 상악동 점막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점
막 자체가 너무 얇아서 천공될 가능성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조정 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을 하
는 경우 항상 술자는 보이지 않는 상악동 점막 천공 가능
성을 염두해야 한다.

결론

치조정접근식 상악동 거상술에서 적용가능한 네비게이
션 수술 가이드 시스템은 상악동 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
란트 식립의 안정성과 편이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임상적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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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는 턱관절, 저작근, 턱디스크, 턱뼈 주위의 인대 및 기
타 관련 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든 임상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질환이다1). 측두하악장애의 분류는 DC-
TMD(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기준에 따라 통증과 연관된 상태와 관절 내
부의 문제로 기인한 상태로 나눌 수 있다. 통증과 연관
된 질환은 국소근육통(local myalgia), 근막통증(myo-
fascial pain), 관절통(arthralgia), 턱관절 질환으로 기인
한 두통(headache attributed to TMD)으로 나눌 수 있
고, 관절 내부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은 정복성 관절원
판변위(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간헐적 과
두걸림을 동반한 정복성 관절원판변위((disc displace-
ment with reduction with intermittent locking), 비정
복성 관절원판변위(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
tion), 퇴행성 골관절염(degenerative joint disease), 아
탈구(subluxation)로 분류된다2)다다 .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턱관절이나 근육
부위의 안정시 및 기능시 통증, 개폐구시 턱관절의 관절
음, 입을 잘 벌리거나 다물지 못하는 기능제한 등이 있다.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은 외상, 관절의 과도한 사용, 구강
악습관,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치료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피하는 등의 하악운동의 
제한, 턱근육 스트레칭 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교합장
치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
요에 따라 관절 내 주사요법, 턱관절 세척술 등의 술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측두하악장애는 1934년 이비인후과 의사에 의해 문
헌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그는 귀 통증, 먹먹한 느낌 
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 소견에서 구치부의
수직고경이 감소한 것을 발견하여 이들의 연관성을 제
시하였고, 의치를 새로 제작하여 수직고경을 회복함으

로 증상이 개선됨을 보고하였다3)다다 . 이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은 교합이상, 악골의 골격적
인 부조화 및 그로 인한 근육의 긴장 등의 기계적인 것
만으로 생각되어 왔고, 교합의 이개, 수직고경의 회복,
관절의 부하 감소, 근육의 이완 등을 목적으로 교합장치
치료는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이 되었다. 또한 교합장치
를 사용하여 전방전위된 관절원판을 재포착(recapture)
하여 원위치로 회복한다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이것
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혀졌다. 일부 학자들
은 교합장치를 지속해서 사용하여 턱의 위치를 새로운
위치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얻어진 위치가 환자에게 안
정적이고 이상적인 위치로 생각하여 새롭게 얻어진 위
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아를 재배열하는 교정치료 또
는 전악의 보철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치
과치료를 시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를 통
해 이러한 비가역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학
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4)다다 . 최근에는 근골
격계 질환의 생화학 및 신경생리학적 지식의 발전과 통
증의 전달과 조절과정 및 정신심리적인 영향 등에 대한 
이해가 늘어감에 따라 현재 측두하악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 이외에도 행동적, 환경적, 감정적, 사회적인 여러가
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치료방법 또한 상담, 인지행
동요법,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
어 시행되고 있으며, 교합장치치료는 여전히 일부 측두
하악장애 환자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치료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5)다다 .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로 널리 사용되는
가역적이고 비침습적인 술식인 교합장치치료의 적응증,
작용기전, 형태, 효과, 사용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고
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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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교합장치는 턱관절 및 근육부위의 통증, 턱디스크 질
환,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 턱관절 골관절
염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1).
경미한 외상으로 인해 급성 통증이 발생한 환자의 경
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피하도록 하고, 입을 크게 벌리
거나 과도하게 움직이는 등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온
습포 찜질과 부드러운 마사지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의사항의 교육 및 자가요법과 일정기간 동안
의 투약과 물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하기도 하지만 턱디스크의 걸림으로 개구량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 및 이갈이와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합장치 치료를 시행한
다. 또한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질환의 진행을 예방
하기 위하여 교합장치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작용기전

교합장치가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전
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Okeson은 8가지 기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 중 물
리적인 효과에 의한 것으로는 교합상태의 변화, 과두 위
치의 변화, 수직고경의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물리적인 
효과 이외의 기전으로 인지적 자각, 중추신경계로의 말
초성 자극입력 변화, 자연적 근골격 회복, 위약효과, 평균
으로의 회귀 등을 설명하고 있다6)다다 .
교합장치는 턱관절에 가해지는 부하 및 근육의 활성
을 감소시킨다. 특히 수면 중 이갈이나 이악물기로부터
치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시
턱의 불편감과 두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부
적절한 근신경계의 잠재기억을 변화시켜 불안정한 턱
의 위치로부터 원래의 안정된 과두의 위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5)다다 .

재료

교합장치는 기본적으로 경성 수지 및 연성 수지의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다. 경성 수지가 연성 수지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성 수지가 보다 튼튼하고, 안
정적이며, 흘륭한 유지력을 보인다. 또한 보다 쉽고, 정확
하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파손시 수리도 용이하
며 재료의 특성상 변색이나 음식물 잔사 침착, 그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5)다다 .
연성교합장치는 치과에서 제작하기도 하지만 기성품
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환자가 직접 구입하여, 뜨거
운 물에 연화시킨 후 치아 형태를 인기하여 제작하게 된
다. 이는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구강조직에 적합
한 장치를 만들기 어려워 교합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학들의 연구에서 두가지 재료
의 교합장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
만 근전도의 평가, 환자의 증상과 징후의 개선 등을 평
가한 많은 논문에서 경성교합장치가 더 효과가 좋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어7), 대부분의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경성교합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연성
교합장치는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될 경우 단기간의 사용
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연성교합장치는 운동선수나 
어린이의 운동시에 구강조직의 외상방지를 위해 사용하
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과영역의 중요한 술식이
라 할 수 있다.  

종류

교합장치는 한 악궁의 치아를 피개하는 가철성 장치
로 대개 경성 수지로 만들며, 대합치와 정확한 교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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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을 이루도록 제작된다. 악궁 전체를 피개하지 않고 부
분적으로 피개하는 형태의 교합장치나 대합치와의 접촉
점이 전체 악궁에 형성되지 않고, 악궁의 일부에 형성
되는 교합장치는 치아의 함입 또는 과맹출을 유발하여
교합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8)다다 .  여러 종류의 교합장치가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에 사용되어 왔으며, 그 중 교합안정장치(stabilization
appliance)와 전방위치장치(anterior positioning ap-
pliance)의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교합안정장치는 환자에게 최적의 교합관계를 제공하
기 위하여 사용하며, 장치를 장착하는 동안 과두는 근골
격적 안정위에 위치하고 치아는 동시에 균등하게 접촉
한다. 편심운동은 견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치부
는 이개되어 해로운 힘이 가해지는 것을 막는다. 교합안
정장치는 일반적으로 관절을 안정화 시키고, 치아를 보
호하며, 교합력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거상근을 이완시
키고, 이갈이를 감소시킨다. 또한 교합안정장치는 환자
로 하여금 구강악습관을 더욱 잘 인지하게 하며, 안정시 
턱의 위치를 보다 이완되고 안정적인 위치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교합안정장치는 대개는 상악에 제작하며, 하
악에 제작할 경우 보다 심미적이며, 발음에 도움이 된다
고 보고되었고, 상악과 하악에 제작시의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6)다다 .
전방위치장치는 하악을 최대 교합위보다 더 전방으로
위치시켜 과두와 관절원판의 관계를 개선하여 조직이
잘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예전에는 전방변위
된 디스크를 재포획하여 새로운 관절원판 관계를 형성
한 후 보철이나 교정, 외과적 술식으로 안정화시키는 개
념으로 치료하였으나 현재는 하악의 위치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통증이 있는 관절원판장애 환
자에서 증상의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대개 야간에만 장착하도록 한다. 전방
위치장치는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 간헐적 과두걸림, 관
절음 등 관절원판 장애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일부 원

판후조직염 등의 염증성 장애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방
위치장치의 장기간의 사용은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인 교
합변화 및 안모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돠
어야 하며, 단기간의 사용을 권한다9)다다 .

효과 

임상적으로 교합장치치료의 효과는 대부분 우수한 것
으로 밝혀져 있고, 여러 문헌에서 성공율은 70~90% 정
도로 보고되고 있다10-12). 교합장치치료는 관절과 근육
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고, 개구량을 증진시키
며, 관절음 환자에서 통증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10). 다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치료효과는 명
확하나 장기간의 효과는 상담, 운동요법, 물리치료 등과 
같은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할 때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다고 보고하였다13-15).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서는 교합장
치치료가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에 유용
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 추후 대규
모의 잘 짜여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6,17). 
환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껌씹기나 다른 구강악
습관의 존재시, 습관 조절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
고,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경우 다양한 인지행동요법
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증상이 복잡하고, 중추성 흥분효과
가 나타난 만성 안면통증 환자 또는 DC-TMD 기준에 
Axis II 에 해당되는 심리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환자에
서는 교합장치치료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할 수
도 있으니 치료를 선택할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8)다다 .

치료시 고려사항

교합장치는 한쪽 악궁의 전체 치열을 피개하여야 하
며, 적절한 유지력을 가져야 한다. 중심위에서 반대 악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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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치아가 장치의 편평한 면과 접촉하여야 하며, 균
등한 힘으로 닿아야 한다. 편심운동시 견치에서 유도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구치부는 즉시 이개되어야 한다. 전
방위치장치의 경우 장치에 의해 유도된 위치에서 개폐
구 운동을 비롯한 모든 운동에서 어떠한 관절증상도 나
타나지 않아야 한다. 교합장치는 잘 연마되어 인접한 연
조직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한다. 교합장치 사용
의 단기적인 부작용으로는 구강건조, 치아우식 발생 증
가 등이 있으며, 장기적인 부작용으로는 교합변화가 발
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결론

교합장치치료는 여러 형태의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가역적이고 비침습적인 방법이다.
비록 교합장치의 작용기전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
았고, 대규모의 체계적인 문헌고찰에서 다른 치료법에
비해 뚜렷하게 우월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했지만, 임
상적으로 통증의 경감과 기능의 회복에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근거들이 보고되어 
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맞
는 적절한 장치를 선택하여 하고, 주기적인 경과관찰을
통해 증상의 개선여부 및 부작용의 발생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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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MD에 기반한 턱관절 장애의 
영상 진단

이연희

Imaging diagnosi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based on DC/TMD

Department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Yeon-Hee Lee

Prope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 is essential. For this purpose, clinical
examination as well as imaging examination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surrounding structures, and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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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sults of imaging examination be interpreted in conjunction with those of clini-
cal examin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here is of great help to clinicians and researchers who are treating and 
studying 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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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턱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은 하악과두,
관절융기, 관절와, 그리고 하악과두와 관절와 사이에 위
치하는 관절원판(articular disc) 등으로 구성된다. 턱관
절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s)란 턱관
절과 저작계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장애를 포함한다. 턱
관절 장애는 구강안면부위에서 비치성 통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근골격성 장애의 하위분류로 간
주된다1). 턱과 관자놀이 주위 근육의 묵직하고 지속적인 
통증, 개구제한, 관절잡음, 피로감 뿐만 아니라, 목, 귀주
변부와 치아의 통증, 두통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치수염, 
섬유근통, 류마티스 관절염, 긴장성 두통, 편두통과 같은 
질환과 임상적으로 겹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2,3)다다 .턱
관절장애가 청소년기에 시작되면 교합변화나 안면비대
칭이 심화될 수 있고, 심리적 불안감이나 우울감과 연관
되기도 한다4)다다 .턱관절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호발하
며, 턱관절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5)다다 . 통증은
염증성 요인과 물리적인 요인과 연관되어 있는데, 염증 
과정은 국소적인 관절원판 변위 또는 근골격계의 전신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턱관절장애의 징
후와 증상은 매우 흔히 관찰되는데, 역학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40-75% 정도가 턱관절장애와 관련된 징후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다6)다다 . 이들 중 일부는 병원을
찾게 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가지지만, 많은 경우에서
는 단순 관절잡음처럼 증상이 미미해서 환자가 임상적
으로 인지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환자가 잘 인지
하지 못하는 정도의 징후를 준임상적 징후(subclinical 
sign)라고 한다7)다다 . 이러한 준임상적 징후의 일부는 나중에 
뚜렷한 증상으로 발전될 수 있고,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
하였을 경우에는 심각한 기능장애, 증상의 만성화로 이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징후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먼저 그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많은 
징후가 준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임상의로부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기능이상이 계속 진
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턱관절장애의 정확한 진단
을 위해서는 임상검사 뿐만 아니라 영상검사의 결과가 
함께 종합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턱관절 장애
의 진단과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
달할 수 있는 임상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는 턱관절장애 진단기준 (diagnostic criteria for TMD, 
DC/TMD)에 기반한 임상검사와 영상검사의 활용과 파
노라마 방사선사진, CBCT, MRI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영상검사들의 특징과 이미지들을 살펴본다.

II. 본론

턱관절 장애의 평가에서 임상 및 연구 응용을 위한 
진단 기준인 턱관절장애 연구진단기준 (Research Di-
agnostic Criteria for TMD, RDC/TMD)이 1992년 처
음 제시된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2014년 개정된 턱관
절 장애 진단기준(Diagnostic Criteria for TMD, DC/
TMD)가 발표되었다8,9)다다 . 이 기준들은 턱관절장애를 신
체적 요인(첫번째 축)과 심리적 요인(두번째 축)에 기반
하여 턱관절장애를 하위진단으로 세분하고, 일부의 하
위진단에서는 영상검사를 확진에 동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상검사는 턱관절의 건강과 기능에 대해서 임상검사
에 부가적인 정보를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방사선사진
은 (1) 턱관절 부분의 형태학 특징과 (2) 하악과두와 관절
와 간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진단에 동
반된 영상검사의 정확도에 있어 민감도 > 0.7, 특이도 > 
0.95를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간주한다10).

II-1.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Panoramic radiography)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세계적으로 치과진료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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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상검사법이다. 환자가 개구상태
에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하악과두의
간이검사에 사용될 수 있다 (Fig. 1). 정상적인 하악과두
는 주걱(spatula) 모양으로 피질골로 둘러싸여 있다. 경
우에 따라 하악과두 내부에 또 다른 피질골 선이 관찰되
기도 하고, 하악과두 전면의 피질골 선이 두 개로 관찰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두의 골구조를 일반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몇 가지 한계
점이 있다11,12). 하악과두를 가장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하악와가 하악과두와 겹치지 않도록 환자를 최대로 개
구 시켜야 한다. 만약 환자가 개구제한이 있거나 폐구상
태에서 촬영하였다면, 하악과두와 안면 중간부 골구조 
간의 중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Fig. 2). 통상적인 방사
선 장비로는 하악과두의 순수한 측방 사진을 얻기가 불
가능하다. 또한 이 촬영법으로는 하악과두만 잘 보일 뿐

Figure 2. The mandibular condyle overlapped with the surrounding structures on panoramic radiograph
taken in the close-mouth position.

Figure 1. Mandibular condyle on panoramic radiograph taken in the open-mout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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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하악와는 종종 부분적으로만 관찰된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이 횡인두상(transpharyngeal 
view)이기 때문에 하악과두의 내측극은 종종 관절와 내
에서 중첩되고 그 반면에 외측극은 하악과두 윗부분과 
중첩된다. 그러므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 하악과두
의 상부 관절면으로 보이는 부위는 사실상 내측극의 관
절면이다. 판독을 하기 전에 이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
다 (Fig. 3).

II-2. 콘빔 컴퓨터단층촬영술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이 좋은 간이검사 영상이라고 해
도, 때때로 턱관절장애 확정진단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영상진단법이 추가로 요구된다. 최근 CBCT 촬
영기기나 기법이 개선되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13). CBCT 촬영 시 다른 구조물은
의도적으로 흐리게 하고 원하는 구조의 방서선 사진을
명확히 얻기 위해서 X-선 튜브의 머리와 필름을 동시에 
운동시킨다. CBCT의 장점은 얻어진 이미지가 골의 이
상과 병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파노라마 방사

선사진보다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Fig. 4). 
CBCT 이미지는 진성의 시상면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보다 관절와 내에서 하악과두의 위
치를 평가하기에 더 유용하다. CBCT의 또 다른 장점은 
3차원으로 재구성한 자료로 더욱 집중적인 투시상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이다. CBCT의 단점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비해 환자가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량에 노출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량은 일반 컴퓨터단층촬영술
(CT)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II-2-1. 퇴행관절질환 (Degenerative joint disease: os-
teoarthritis and osteoarthrosis)

DC/TMD에 의하면 턱관절의 퇴행관절질환(degen-
erative joint diseases)는 하악과두와 관절융기의 골변
화가 동반되었을 때와 관절 조직의 파괴가 있을 때에 
CT로 확진할 수 있다8)다다 . 파괴적인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관절연골과 연골하 골조직의 만성, 진행성 병변을 동
반한다14,15). DC/TMD에 의한 연구에서 영상검사 없이 
임상정보 만으로 퇴행성 관절질환을 진달할 때 민감도 
0.55, 특이도 0.61로 낮은 편이므로, CT나 CBCT의 추

Figure 3. Principle of panoramic radiograph. A. Direction of X-ray irradiation when taking panoramic
radiographs. B. Imag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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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영상진단 추가로 시행되어 졌을 때 진단의 정확도
를 높일 수 있다. 
이 질환의 병인은 불명확하다. 유전적 요인, 내장증, 
기능이상, 관절 과부담, 외상 등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턱관절과 같은 작은 관절에서는 강한 염증반응도 기여
함이 밝혀졌다16). 유병률은 증령에 따라 증가하지만 젊
은 층에서도 흔히 발생하며, 이환부에 통증, 종창, 염
발음 등이 관찰된다. 방사선영상에서 병변의 초기에는 
하악과두와 관절융기의 관절면이 흡수되거나 피질골
이 소실되어 편평해지고 연골 하방의 골에서는 반응
성 골경화 등이 관찰된다17). 또한 하악과두 관절면의
하부에서는 변연이 불규칙하고 작은 원형으로 보이는 
방서선투과성 연골하낭(Ely’s cyst)이 관찰되기도 한다
(Fig. 5A) 18). 병변이 진행되면 하악과두에서 골증식이 
발생해 하악과두의 전상면에 골증식체(osteophyte)가 
형성된다 (Fig. 5B). 이는 새부리(bead of bird)나 선반

(shelf) 모양으로 종종 나타나며, 더 진행시 골증식체가 
관절면에서 분리되어 관절강 내의 소성체(loose body)
가 된다19). 중증 병변에서는 하악과두의 크기의 감소와 
형태 변화가 관찰되고, 관절융기가 침식되면서 전치부
개방교합이나 관절 공간의 감소 또는 폐쇄가 관찰되기
도 한다20)다다 .
CT나 CBCT의 영상 판독 시 증령에 따른 정상적인
골변화, 정상범위 내의 변이, 뼈의 리모델링 등과 병적
변화를 잘 감별해야 한다. 턱관절의 모양과 크기가 정
상으로부터 변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21,22)다다 . 또한, 턱관절 부위의 해부학
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사진을 판독할 때는 신
중해야 한다.

Figure 4. Normal CBCT imaging of temporomandibular joint (TMJ). A. Coronal view of the TMJ. B. Sagit-
tal view of the TMJ.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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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steoarthritis on CBCT. A. coronal veiw of subchondral cyst (Ely's cyst). B. Sagittal view of
osteophyte.

 A B

II-3. 자기공명영상술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자기공명영상술(MRI)은 턱관절의 연조직, 특히 관절
원판의 위치와 형태, 저작근의 변화, 삼출액(effusion) 등
을 평가하는 표준검사(gold standard)이다23)다다 . 전산화단
층촬영에 비해 연조직의 시각화가 더 우수하고, 환자에
게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것
이 큰 장점이다. MRI의 단점은 장비가 매우 비싸서 통상
적인 치과진료실에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촬
영기술이 병원마다 다르며 영상의 질에 차이가 날 수 있
다. 턱관절의 골부분에 대한 영상은 아직도 CBCT가 더 
뛰어나다는 의견도 있다21)다다 .
MRI의 원리는 강한 자장을 이용하여 연조직 내의 수
소 이온의 에너지 수준에 변화를 일으킨 다음 이러한 에
너지 수준의 변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T1,

T2강조영상 기법은 턱관절 부위 MRI의 가장 기본적인
영상기법이다. T1강조영상은 해부학적 구조물 관찰에 
유용하며, T2강조영상은 병변을 발견하는 데에 유용하
다24)다다 . T1강조영상은 짧은 TR(Repetition Time)과 짧은 
TE(Echo Time)에 기반한 스핀-에코 기법이다. TR이 짧
은 경우, T1이완시간이 짧은 지방조직은 종축 자기화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조직들은 충분히 회
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번 90도 펄스를 맞기 때문에 
종축 자기화가 회복되지 못한 만큼 횡축자기화가 생성
되지 못해 결국 MRI 신호가 감소한다. 따라서 TR을 짧
게 하면 조직 간의 T1이완시간 차이를 대조도로 반영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T1강조영상이다. T2강조
영상은 긴 TR과 긴 TE에 기반한 스핀-에코 기법이다. 조
직의 T2이완시간의 차이를 신호 차이로 반영하는 기법
으로, 긴 TE을 사용하면 조직 간에 횡축 자기화의 붕괴
가 크게 차이나는 점을 신호에 반영한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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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에서의 턱관절 관절원판(articular disc)의 폐구
시 정상위는 하악과두와 관절융기 사이이다. 일반적으
로 관절원판의 후방경계는 하악과두에 대해 12시 방향
에 위치한다. 개구시 관절원판의 정상 위치는 관절원판
의 얇은 중앙부위가 하악과두와 관절융기 사이에 있는 

것이다 (Fig. 7).
관절원판변위는 가장 흔한 턱관절 장애의 하위진단 
중 하나로 관절원판과 하악과두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하며, MRI로 확진할 수 있다. 이의 병인
으로는 습관적인 턱의 움직임, 급작스러운 턱의 움직임,

Figure 7. A representative image of a normal temporomandibular joint observed on MRI. A. T1-weighted MRI 
image of a normal temporomandibular joint with the articular disc placed between the mandibular
condyle and the fossa B. T2-weighted MRI image of the same patient.

 A B

Figure 6. T1-weighted MRI images based on short TR and short TE and T2-weighted MRI images
based on long TR and long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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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on MRI. A. In the close-mouth position, the articular disc located
relatively anteriorly to the mandibular condyle. B. In the open-mouth position, the mandibular con-
dyle was reduced with a normal positional relationship in the middle of the articular disc.

 A B

과도한 개구, 거대 외상, 유전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불명
확하다25)다다 . 관절원판은 주로 전방이나 전내방으로 변위된
다26)다다 . 관절원판변위는 크게 정복성 관절원판변위와 비정
복성 관절원판변위로 나뉜다.

II-3-1. 정복성 관절원판변위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DC/TMD에 의하면 턱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변위는
폐구 상태에서 관절원판-하악과두 위치 관계가 변화한 
상태로 개구 시에는 관절원판-하악과두 위치 관계가 정
상적으로 회복되는 병변이다8)다다 . 즉, 정복성 관절원반전방
변위는 폐구 상태에서 관절원판의 후방대가 정상위치보
다 전방이나 전내방에 위치하는 상태이고, 관절원판은 
변위되지만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Fig. 8) 27).
임상증상으로는 개구시 관절원판이 하악과두와의 정상
위치를 회복하면서 개구 관절음(opening click)이 발생
한다. 이어서 폐구할 때 다시 관절원판이 전방으로 변

위되면서 폐구관절음(closing click)이 발생하기도 한다.
병변에서 하악과두, 관절와, 관절융기의 골 변연은 평활
하며 피질골의 두께 등이 정상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관절원판변위는 주로 관절원판이 얇아지거나 관절낭
인대와 관절원판인대의 탄성이 줄어들고 병적 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한다28)다다 . DC/TMD에 의한 연구에서 영상
검사 없이 임상정보 만으로 정복성 관절원판변위를 진
달할 때 민감도 0.34-0.38로 매우 낮은 편이나, 특이도
0.92-0.98는 매우 우수하다. 따라서, 진단 민감도와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MRI 영상진단을 추가 시행해 보는 
것이 추천된다8)다다 .

II-3-2.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반전방변위는 폐구시에 관절원판
의 후방대가 하악과두의 전방으로 변위되어 있다는 점
은 정복성 관절원판변위와 같다. 그러나, 최대로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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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악과두가 관절원판을 전방으로 밀고 나가면서 계
속하여 관절원판이 하악과두의 전방에 변위되어 있는 

병변이다 (Fig. 9).
전방으로 변위 된 관절원판의 모양은 주로 불규칙하

Figure 9. Disc displacement without reduction on MRI. A. In the close-mouth position, the articular disc is displaced
anteriorly of the mandibular condyle. B. In the open-mouth position, the movement of the mandibular
condyle is limited, and the articular disc is still positioned anterior to the mandibular condyle. Degenerative 
changes of the mandibular condyle are also observed.

 A B

Figure 10. Degeneration and effusion on MRI. A. Degenerative changes of the mandibular condyle and pathologi-
cal changes in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articular disc (T1-weighted MRI image). B. Effusion in the 
superior joint space (T2-weighted MRI imag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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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형되고, 관절원판에 의한 하악과두 움직임의 기계
적인 폐쇄로 인하여 전형적인 턱관절장애 징후인 개구
제한(closed lock)이 시작되는 동시에 관절음이 소실되
기도 한다. 또한 환자는 개구와 폐구 시에 간헐적인 하악
과두 걸림(intermittent locking)의 병력을 가지기도 하
며, 귀 주변의 통증이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절원판이나 관절원판 후조직의 천공, 관절원판의 비
정상적인 석회화, 섬유화 등의 소견이 관찰되기도 한다. 
병변의 진행시 하악과두와 관절와의 피질골이 불규칙해
지고 반응성 골경화나 골증식체(osteophyte)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수 있다 (Fig. 10). 
DC/TMD를 기반으로 영상검사 없이 임상정보 만으
로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를 진단했을 때 개구장애 동
반 여부에 따라 진단 정확도의 차이가 있었다.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에 1) 개구제한이 동반된 경우는 민감도가 
0.80, 특이도는 0.97로 진단 정확도가 우수한 반면, 2) 개
구제한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민감도가 0.54로 낮은 
편이었고, 특이도는 0.79였다. 따라서, 비정복성 관절원
판변위의 진단시, 민감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MRI
영상진단을 추가 시행해 보는 것이 추천된다8)다다 .

단, 임상의와 연구자는 MRI상에서 관절원판의 변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필수적으로 병적 소견을 암시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정상 피검
자도 MRI상에서 관절원판 위치의 비정상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관절원판의 위치가 임상소견과는 직접적으
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23)다다 . 따라서 턱관절장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병력조사와 임상검사 소견에 더해 영
상검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다.

II-4. 뼈스캔 (Bone scan)

턱관절장애의 어떤 임상적 상황을 진단하고 치료 전
략을 세울 때, 턱관절에 활동성의 염증반응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표준 방사선사진,
CBCT, MRI 등으로 과두의 형태에 변화가 있는 지의 여
부를 밝힐 수는 있지만, 염증반응이 활동성인 골관절염 
상태인지 혹은 휴면성인 골관절증 상태인지를 결정짓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12).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골 병변
의 활동성 정보가 중요할 때는 뼈스캔 촬영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뼈스캔을 촬영하기 위해서 빠른 골 전환(bone

Figure 11. Osteoarthritis on bone scan. Obvious osteoarthritis of the right temporo-
mandibular joint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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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over)이 일어나는 부위에 집중되는 방사능 부착물
질을 혈류 속에 주입한다. 그 다음 주입된 물질이 골활
성이 증가된 부위로 이동하여 방사선 방출에 의한 영상
이 얻어진다29)다다 . 이 기술의 장점은 뼈스캔 영상에서의 핫 
스팟(더 어두운 지역)은 파악하고자 하는 골변성(bone
degeneration)의 위치와 정도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다는 것이다 (Fig. 11). 핫 스팟은 세포활성이 증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기술의 단점은 골변성과 골재형성
(bone remodeling)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30). 따라서 뼈스캔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적 소견과 결합되어야 한다. 

Ⅲ. 결론

턱관절장애의 영상검사는 턱관절장애 환자의 진단
과 치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턱관절장애진단기준인 DC/TMD에 의하
면,턱관절장애의 모든 하부진단들의 확진에 영상검사 
소견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이 퇴행관절질환과 관절원판변위의 일부 경우에서 진단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검사는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CBCT, MRI, 그리고 
뼈스캔의턱관절장애 진단에서의 활용을 살펴보았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턱관절 골 성분의 이상과 변화
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간이 검사 도구로 사용된
다. CBCT는 퇴행관절질환, 골성분의 병적 변화가 의심
되거나 좀 더 자세한 관찰과 조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
용되어야 한다. 현재 MRI와 뼈스캔은 턱관절장애의 확
인과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RI와 뼈스캔
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계획의 수립에 유의한 도움이 되
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예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임상적 소
견이나 병력과 영상검사가 완벽하게 협력을 이룰 수 있
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어진다. 임상의는 알고 접해
본 질환의 범위내에서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되
므로,턱관절장애의 임상검사와 영상검사에 대한 경험
을 점진적으로 쌓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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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물리치료의 이해

정재광, 김지락, 변진석, 최재갑

Understanding of physiotherapy for the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Jae-Kwang Jung, Ji-Rak Kim, Jin-Seok Byun, Jae-Kap Choi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re a collective term encompassing a variety of pathological conditions in the sto-
matognathic region, manifesting with the pain and dysfunction. Diverse modalities of physiotherapy are recom-
mended for the relief of pain, the rehabilitation of function and the facilitation of injury recovery, which include
the cryotherapy, thermotherapy, electrotherapy and phototherapy according to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applied therapeutic stimuli.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dental clinician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ality of physiotherapy for the proper application. This review focused on the clinic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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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측두하악장애는 저작계를 구성하는 측두하악관절 및
저작근, 그리고 그 주변 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 기능이
상 등을 포괄한다. 저작계를 기본적으로는 근골격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해부학적, 생리적인, 생체역
학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
료법 중의 하나는 물리치료이며 마찬가지로 측두하악장
애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되는 다양한 물리치료법
들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다른 근골격계와 비교
했을 때 저작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차이점, 특히 측
두하악관절이 비교적 표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악골
에 의해 일부 저작근 및 주변 인대들이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치 않다는 점, 측두하악관절 및 저작근, 인대들이 사
지의 관절 및 근육이 비해 작고 섬세하다는 점 등이 감
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지에 사용되는 물리치료 적용
시의 기본 원칙들이나 특성은 대부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감안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물리치료는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서 장치물치료, 약
물치료와 함께 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으
로서 저작계의 운동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리치료는 크게 기구를 사용하
는 방법, 그리고 수조작 및 운동법으로 나누어 질 수 있
으며,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극원의 물리적 종류에 
따라, 냉각요법, 온열요법, 전기요법, 광요법 등으로 나누
어 질 수 있다1). 이들 물리적인 자극원들은 그 종류와 전
달방법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유해수용성 통증정보 및
신경전도속도의 조절, 혈액순환의 조절, 대사량 및 염증
의 조절 등을 통해 통증 및 염증을 감소시키고, 근육 및 
인대의 신장과 근력의 회복시켜서 측두하악관절 및 저
작근의 구조적 손상과 통증 및 기능이상을 회복시킨다. 
이번 종설에서는 교과서 및 참고도서에서 소개된 기계
를 이용하는 물리치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작용기전 및

효과, 적응증, 금기증, 적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언급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냉각요법 (Cryotherapy)

냉각요법은 차가운 자극을 신체에 적용하는 치료법으
로서, 주로 얼음팩, 냉매 스프레이, 냉수풀, 극저온 등이
있으나 측두하악장애에서는 주로 냉매팩과 냉매스프레
이가 주로 사용된다1).
냉각자극의 작용기전은 크게 혈관 및 대사와 관련된
작용과 신경전달과 관련된 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그 중에서 혈관 및 대사와 관련되어서는 혈관을 수축시
키고, 대사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외상이나 손상 직후
인 급성기에서 염증성 종창이나 통증 등이 예상되는 경
우, 부종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염증성 산물의 생성을 조
절함으로써 측두하악장애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2)다다 . 한편, 온열 자극과 냉각 자극을 교대로 사용하는
대조요법(contrast therapy)에 사용될 경우, 혈관의 수
축과 확장을 반복적으로 유도하여 일종의 정맥혈의 순
환 증가에 따른 혈액의 분출(펌핑 효과 pumping effect)
을 야기하여 생성된 부종과 종창을 감소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개된 바 있다3)다다 . 하지만 실제 실험
시 펌핑 효과를 야기하는 데 필요한 온도의 현격한 등락
이 근육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었다4)다다 .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요법과 함께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재활기간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다다 . 신경전달과 관련
된 작용으로는 먼저 말초신경 부위의 냉각을 통해 신경
전도속도의 시냅스 활성을 저하키고 통증강도를 줄이는
기전과 함께 조직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곳에
서 냉각정보가 신경 전달과정에서 통증 정보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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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인 반대자극(counterirritation)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통증역치를 높이고 통증강도를 줄이게 된다
6,7). 이러한 진통작용은 분사신장요법(spray and stretch 
technique)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분사신장요법
은 특히 과도한 근긴장과 근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
호보호성 근수축, 근막통증증후군이나 근경련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과도한 근긴장이나 경련이 장시간 지
속 될 때에 근육 조직내 허혈(ischemia)을 야기하며 이
러한 허혈은 유해성 대사산물의 축적과 이로 인한 근육
조직의 이상을 야기하여 긴장과 경련을 가중시킬 수 있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상가는 근육의 인위적인 신장
을 시도하는데 이때 과도한 통증의 발생은 오히려 근육
의 긴장을 강화할 할 수 있으므로 동통-경련-동통의 악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냉각분사 후 신장을 하는 분사 
신장 요법이 추천되어 진다8)다다 . 분사용 냉매가 없을 때에
는 냉각팩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냉각
요법은 혈관축소, 대사저하, 부종감소, 국소염증반응의
저하, 근경련의 감소, 국소적인 마취효과와 같은 기저효
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측두하악관절 및 저작근
에서의 부종, 염증, 통증, 경련과 같은 비생리적인 상태
를 개선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Table 1). 작용기전의 특성상 급성과 아급성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나, 만성기에서도 상
기의 기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을 고
려할 수 있다9)다다 .
냉각제의 적용방법으로는 먼저 냉각 팩의 사용을 들
수가 있다. 얼음 팩이나 젤 팩 모두 무방하나, 젤 팩의 경
우, 이소프로필 알코액이 내용물으로서 얼음 팩에 비해 
다소 고가이긴 하나, 결빙온도가 -89.5 ℃로 매우 낮은 
냉각온도를 가짐으로서 일반적인 냉동실에도 완전히 고
체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굴곡이 많은 안면
부 표면에 보다 잘 적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젤 
팩은 약 15분에서 20분간 충분한 냉각효과를 잘 발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에

는 젖은 수건 등으로 감싸서 사용하되, 경련이 있는 근
육 부위에 근섬유의 주행방향으로 왕복해 가면서 서서
히 해당부위에 냉자극을 가해서 해당부위가 다소 마비
된 느낌이 들 때까지 하는 것을 추천된다. 냉각 팩의 적
용시간은 통상 15~30분 정도가 추천된다1). 하지만 환자
와 상태에 따라 냉자극에 대한 내성이 다르므로 환자의
반응을 참고로 해서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적용방법으로는 기화냉각제를 들 수 있다. 비인화성이
고 무독성인 fluorimethane와 ethylchloride과 같은 스
프레이 형태의 냉각제는 스프레이 캔 안에서 액체 상태
로 존재하다가 분사되어서 기화될 때 조직으로부터 기
화열을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냉각 효과를 일
으킨다8)다다 . 따라서 젤 팩과 달리 미리 냉각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고 등의 필요가 없으므로 보
관과 이동이 간편하다. 뿐만 아니라 냉각 팩과 달리 장시
간 접촉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편리성으로 인해 의료기
관에서 뿐만 아니라 외상성 근골격계 손상이 빈번한 스
포츠의학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냉각 적용법이다. 
이러한 기화냉각제는 단순히 조직에 뿌리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분사-신장 형태로 적용된다10). 분
사-신장요법은 이환된 근육을 수동적으로 신장시킨 상
태에서 피부에서 약 45cm정도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면
서 30도 수평각도로 초당 10cm정도로 근육의 주행방향
으로 기화냉각제를 분사한 후 근육은 신장시키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Fig. 1)8))) . 만약 발통점이 존재하는 근
막통증증후군의 경우에는 주로 발통점에서 연관통 부위
로 훑어가는 형태로 분사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라
면 근육의 기시부에서 부착부 방향으로 분사한다. 피부
로 분사되는 각도는 90도 보다는 예각을 추천하는데, 이
는 냉매의 분사압력이 강할 수 있으므로 피부자극의 줄
이기 위함이다10). 낵각 후에는 근육의 길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신장운동을 실시하는 데 만약 교근이나 측두
근이라면 손가락을 상하악 치아 사이에 넣어서 개구를
시키거나 흉쇄유돌근의 경우 반대편으로 머리가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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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ray and stretch technique using the coolant spray. Small box showing ethyl chloride spray.

으로 회전이 일어나도록, 만약 승모근의 경우라면, 반대
편 측방으로 목을 굽히도록 유도한다.
분사는 3-5회 정도를 반복해서 분사하되 피부의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과도한 냉각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적절하게 적용한다10). 뿐만 아니라, 흡입하거나 눈이
나 귀에 직접적으로 분사되지 않도록 소공포나 수건, 그
리고 면봉 등으로 가리거나 막은 후 분사하도록 한다10).
분사신장 후에 온열요법을 가해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전 연구에서 승모근에서 분사신장 후에 온
열팩을 적용했을 때 통증, 운동범위에서 유의한 개선이 

Table 1. Comparison of actions between cryotherapy and
thermotherapy6)y

냉각 온열

통증 (pain) ↓ ↓

경련 (spasm) ↓ ↓

대사 (metabolism) ↓ ↑

혈류량 (blow flow) ↓ ↑

염증 (inflammation) ↓ ↑

부종 (edema) ↓ ↑

신장 (extensibility) ↓ ↑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11).
금기증으로는 레이노 현상(Raynaud's phenomen on),
한냉 담마진(cold urticaria), 한냉 글로블린혈증(cryo-
globulinemia) 그리고 간혈적 한냉 혈색소뇨증(cold 
hemoglobinuria)과 같은 냉자극에 대한 신체적 과민반
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야 한다. 또한 조
절되지 않는 삼차신경통이나 포진후 삼차신경통을 가진 
환자의 경우, 냉자극이 과도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
로 피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감각소실성 동통증후군 환
자에서도 말초신경 손상에 따라 가해지는 냉각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려운 가운데서 신경손상 부위에 가해
진 다양한 형태의 자극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

의를 요한다. 잘 조절되는 않는 고혈압이나 순환장애를 
가진 환자나 찬 것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환자, 그리고
개방창상 부위에서도 추천되지 않는다6,7,12)다다 .

2. 온열요법 (Heat therapy, Thermotherapy)

온열요법은 신체에 따뜻하거나 약간 뜨거운 자극을 
치료적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주로 적외선 램프, 습
열팩, 초음파 등이 사용되어 진다. 이들 자극은 온열자극
의 도달깊이에 따라 표면열 요법과 심부열 요법으로 분
류되기도 한다. 
온열자극의 작용기전은 크게 혈관 및 대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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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신경전달과 관련된 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그 중에서 혈관 및 대사와 관련되어서는 혈관을 확장시
키고, 대사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혈관의 확장과 대사
량의 증가는 조직손상에 이어 생성된 부종이나 종창을
가능한 빠르게 해소되고 염증 삼출물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급성, 아급성기가 지난 만성적인 상태
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급성, 
아급성, 만성기의 구분이 단순한 시간적인 구획을 나눌 
수 없고 각 시기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쉽
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온열자극은 결체조
직의 신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손상 이후 조직재생이 일어나는 기간에 운동요법
과 함께 적용했을 때 조직의 회복과 함께 운동범위의 회
복 등에 기여할 수 있다6)다다 . 한편, 신경전달과 관련된 작
용으로는 냉자극과 마찬가지로 온열자극이 신경 전달과
정에서 통증정보에 대해 냉각정보가 경쟁적인 반대자극
(counterirritation)으로 작용하게 되어 통증강도를 줄이
는 기전을 통해 결과적으로 통증역치를 높이고 통증강
도를 줄이게 된다 (Table 1). 온열이 냉각과는 달리 신체
적 그리고 심리적 이완을 느끼게 하는 장점으로 인해 환
자 중에서는 냉각요법 보다는 온열요법을 보다 선호하
는 경우도 있다1).
근골격계 치료에서 파라핀, 습열팩, 적외선 램프, 초음
파, 극초단파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으나  저작
계에서는 습열팩, 적외선 램프 그리고 초음파가 우선적
으로 고려될 수 있다. 습열팩의 경우, 친수성이며 다공성
의 화산재 성분의 bentonite가 내용물로서, 일단 과열증
기조를 이용하여 71 - 79 ℃ 정도로 가열한다. 직접적으
로 접촉에 의한 안면부의 화상을 막기 위해 가열된 습열
팩을 수건 등으로 여러 겹 감싼 후 증상 부위에 적용한다. 
습열팩의 열 투과 깊이는 0.5 - 1 cm 정도로 알려져 있는
데, 특히 안면부는 피하지방이 얇은 편으로 열의 전달에 
있어 보다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습열팩은 단독으
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종종 운동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

는데, 만성적인 개구제한이 있는 경우, 안면부 가열 6~8
분 정도후에 근육을 약간 신장시킨 상태에서 설압자 등
을 이환측 상하악 치아 사이에 두고 개구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체조직의 신장성을 증가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근경련의 경우, 근육내 감마 원심성 활성
의 저하와 구심성 자극의 감소를 유도하여서 근육의 긴
장 이완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적외선 램프의 열 투과 
깊이는 약 2mm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대개 15~20분
간 적용한다 (Fig. 4a). 하지만 습열팩에 비해 온열의 정
도나 열 투과 깊이가 비교적 얕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적외선 램프는 비접촉식으로서 적용이 간
편하며, 습열팩이 가지는 무게에 따른 불편감이 없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측두하악관절이
비교적 작은 크기이면서 표층에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충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초음파가 온열요법을 위해 사용되는 이는
초음파(기계적 에너지)가 신체내로 투과될 때 신체 중 어
떤 지점에서 진행이 중단되면 기계적 에너지가 열적 에
너지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초
음파의 주된 작용기전은 심부 온열효과에 기인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Fig. 2a). 초음파의 열 에너지는 특히 콜
라겐 농도가 높은 조직에서 보다 많이 흡수되며 이러한 
조직으로는 근육, 인대, 그리고 관절낭 등이 있다. 참고
로 피부 및 피하지방 등에는 열 흡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관절낭의 경직이나, 관절
낭 외 조직인 근육 등의 경축, 반흔조직, 근경련 등에서 
보다 선택적으로 온열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여
져진다. 초음파는 작용기전 특성상 열적 효과 외에도 부
가적으로 비열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는 기계적 효과인 미세 마사지(micromassage)
와 공동(cavitation)효과, 전기적 효과인 압전 효과 등이 
소개된 바 있다 (Table 2)14,15). 
초음파 열에너지의 침투깊이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
지며, 보통 3 MHz인 높은 주파수에서는 투과깊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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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m까지 이르며 악관절과 같이 표면에 가까운 조직에 
더 흡수된다. 한편, 낮은 주파수인 1 MHz에서는 보다 심
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시중에 시판되는 대부분의 초음파 기기는 1 MHz 초음
파 발생기기로서, 간혹 1 MHz와 3 MHz 두가지 초음파
를 다 발생시키는 기기도 있지만 기기 가격이 상대적으
로 고가이다 (Fig. 2b). 하지만 음원에서 나온 초음파 에
너지가 50%로 감소하는 반가층의 깊이가 3 MHz가 약
1 cm, 1 MHz가 약 3 cm 정도임을 감안하고 교근의 깊
이를 감안한다면 1 Mhz의 주파수를 가진 초음파를 사
용하는 것도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17). 다만, 초음파
는 골조직을 투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악골의 내면
에 위치한 내/외측 익돌근에는 초음파을 효과적으로 전
달시킬 수 없다. 한편, 초음파 에너지의 전달되도록 하면
서, 피부와 프로브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
시 초음파용 젤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 프로브 (probe)
부분이 원하는 부위에 긴밀하게 접촉된 상태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한편, 적용할 피부
에는 미리 알콜 등으로 화장이나 피부의 기름기를 깨끗
이 닦은 후 초음파를 적용해야 한다16). 프로브의 이동방
법은 크게 근섬유의 주행 방향으로 왕복하면서 이동시
키는 방법과 목표 구조물을 포함해서 원운동을 시키면
서 이동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17). 저작계를 구성하
는 측두하악관절과 저작근에서는 대개 0.5-1.0 W/cm2
의 강도로 약 3-5분 간 초음파를 적용하되, 만약 초음
파 에너지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강도를 증가시키
기 보단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천하다. 아울러 초음파
는 기기 설정에 따라 지속파나 파동파의 양태로 생성되
는데 지속파는 초음파가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방출되
므로 열의 더 많은 축적을 기대할 수 있어서 가열이나 신
장요법에 적당하며, 파동파의 경우, 음파의 간혈적인 적
용으로 인해 기계적인 마사지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
할 수 있어서 부종의 제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17). 초음파와 함께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 또한 

추천되는데, 콜라겐이 40-45 ℃정도로 가열되면 조직내
결합상태가 느슨해지고 점조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관절과 연조직의 신장운동 전이나 중에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
시간, 고강도로 성장점에 사용했을 때는 관절과 성장판,
골에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적절한 강도와, 파의 양태, 지속시간, 적용지점의 이동
과 같은 임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조
직에서의 과도한 초음파는 콜라겐을 겔라틴으로 변화시
켜서 오히려 조직의 점성 변화와 탄성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뿐만 아니라, 초음파는 피부에서 각질층(stratum cor-
neum)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이를 이용해서 도포용 소염제나 진통제 등을 초음파 
겔과 함께 혼합한 후 적용하여 약제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음파영동술(phonophoresis)이라고 부
른다. 
온열요법은 외상이나 수술 직후에는 대체로 추천되지
않으며, 순환장애, 출혈질환에서는 적용에 상당한 주의
를 요한다. 아울러 피부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소실된 경
우 등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데, 특히 온도감각이
소실된 부위에 온열 자극을 가했을 때 환자가 과도한 온
도를 감지할 수 없으므로 화상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초음파의 경우, 눈이나 심장, 악성 종양이나 임산부 등의
태아 부위 등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성장기 환자에서도
적용시에 주의를 요한다.

3. 전기요법 (Electrotherapy)

전기요법은 근대 서구유럽에서 다양한 전기기구의 발
명과 함께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나 무분별한 적용과 비
과학적 맹신에 대한 비판으로 임상적 사용이 약화되었
다가 1965년 Melzack 의 동통에 대한 관문조절이론
(gate control theory)이 발표되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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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therapeutic ultrasound described in previous literatures15)

효과의 분류 결과적인 작용들

Ⅰ. 열적(thermal) 효과

조직 신장성(tissue extensibility)을 증가

혈류량(blood flow)을 증가

통증을 조절

경미한 염증성 반응

관절의 경직도(stiffness) 감소

근육의 경련(spasm) 감소

Ⅱ.비열적(non-thermal) 효과

공동(cavitation) 효과

미세 마사지(acoutstic micromassage)

기타 - 섬유아세포 활성자극, 단백질 생성 증가, 혈류량 증가, 조직 재생, 골 치유 등

Figure 2. Therapeutic ultrasound equipment. A. ultrasound equipment and gel with single 
probe of 1Mz, B. ultrasound equipment with dual probes of 0.8 and 3.0 MHz

게 되었으며 많은 연구들과 기기들이 소개되었다20)다다 . 현
재 전기자극은 통증 감소, 부종 저하, 근경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전기적 자극은 신경전달의 직
간접적 조절을 통해 이러한 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이러한 전기적 자극은 다양한 형태의 전극을 사
용하여 전달될 수 있으나 비침습적이고 간편하게 피부
에 부착할 수 있는 표면전극(surface electrode)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 전극은 부착할 피부는 미리 알콜 등으로 

화장이나 피부의 기름기를 깨끗이 닦은 후 전극을 부착
하여야 한다16).
물리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기자극기는 고전압 
갈바닉 자극기(high-voltage galvanic stimulation), 저
전압 교류발생기(low-voltgage AC generator), 간섭성
자극기, 경피성 신경 자극기(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 TENS), 비침투성 침술기, 이온영동
기 등이 소개되었으며, 이들은 전기적 파형, 극성, 자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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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이 서로다른 양태를 가지고 있다. 전기자극기는 주
로 가해지는 전류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고 크게는 직류
치료기와 교류 치료기로 분류되며, 그 하위분류로서 전
류의 강도, 주파수, 파형 등에 따라 저자별로 매우 다양한 
분류법와 명명법들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측두하
악장애의 임상 영역에는 갈바닉 자극기, 경피성 신경 자
극기, 전기침 자극요법(비침투성 침술기)가 가장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1).

3-1 갈바닉 자극 (galvanic stimulation)   
갈바닉 자극은 전기적 자극 중에서 직류전기를 이용
한 전기자극으로서 다소 높은 전압과 매우 낮은 미세전
류(㎂)의 형태로 주로 사용하는데, 저전압과 상대적으로
높은 전류(㎃)를 사용했을 때 보다 조직침투깊이는 증가
시키면서, 피부에서의 화학적, 열적 이상반응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1). 갈바닉 자극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혈관확
장을 유도하여 근경련, 부종, 그리고 턱관절의 기능이상
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통증감소를 목적으로도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직류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가
해진 전기적 극성에 따라, 양극 전극 하방에서는 산성 반
응을 일으켜서 혈관수축 외에도 단백질의 응고반응을,
음극 전극 하방에서는 알카리성 반응을 일으켜서 혈관
확장과 함께 단백질을 연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극성은 전극 하방에 특정 전하의 축
적을 초래하여 드물게 이상피부 반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강도의 전기자극은 피하고 아울러 
창상 등이 있는 피부에서의 적용도 가급적 피하거나 주
의를 요한다21,22)다다 . 반면에 전기적 흐름을 이용하여 약리
작용을 가진 이온화된 물질을 조직 내로 보다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온영동요법(iontophoresis)라 
부른다. 이때 약물의 극성을 참고하여야 하는데 양극 극
성에 해당되는 약제는 리도카인과 하이드로코르티손,
음극 극성에 해당되는 약제는 살리실산(아스피린의 주
성분), 덱사메타손 등이 있다17,23,24).

3-2 경피성 전기신경자극
(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

경피성 전기신경자극은 전기신경자극기기 중에서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초신경 전기자극기기 중에 하
나이다25)다다 . 경피성 전기신경자극기(TENS unit)은 피부
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 신경을 자극
하는 전자 장치로서 세부 분류는 생성되는 전기적 신호
의 특성, 즉 빈도와 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먼저 빈도
는 고빈도(50Hz 초과, 보통 100Hz 내외), 저빈도(10Hz 
미만), 돌발로 나누어지고, 강도는 고강도(운동 수준-전
기 자극이 근육의 반응/수축이 야기시킬 정도), 저강도(
감각 수준-전기 자극이 근육의 수축 없이 찌릿한 자극
이 느껴지는 정도), 미세강도(감각하 수준-자극이 감각
역치 미만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정도)로 분류된다26)다다 . 이
들 빈도와 강도의 조합에 따라 Sluka 등은 경피성 전기
신경자극기를 하위 구분한 바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많이
소개된 형태의 경피성 전기신경자극기는 고빈도-저강
도 전기자극을 발산하는 기기를 “통상적인 경피성 전기
신경자극(conventional TENS)”, 저빈도-고강도 전기자
극을 발산하는 기기를 “침술 유사 경피성 전기신경자극
(acupuncture-like TENS)”이다26)다다  (Table 3).)

통상적인 경피성 전기신경자극은 고주파의, 파장이
짧은, 중간 강도의 자극을 이용하여 큰 직경의 고유감각 
수용성 신경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작
은 직경의 섬유에 의한 유해수용성 자극을 척수배측각
에서 차단하거나 조절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때 전
기 강도를 조절할 때 강한 근수축이 나타날 정도로 올려
서는 안되고, 동통경감 효과는 자극의 시작과 함께 시작
되어서 자극 종료 후에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알
려져 있다. 반면에 침술 유사 경피성 전기신경자극은 저
주파의, 파장이 긴, 고강도의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서 근
육이 수축할 정도의 충분한 강도로 가하게 되는데 동통
경감에 있어 20-30분 정도의 유도시간이 필요하다. 대
신에 동통의 경감이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되나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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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various profiles between conventional TENS and acupuncture-like TENS27,28) 

통상적인 경피성 전기신경자극 침술 유사 경피성 전기신경자극

전기적 특성 저강도, 고빈도(50~100 Hz), 단파장 (50-200 ㎲) 고강도, 저빈도(2~4 Hz), 단파장 (50-200 ㎲)

자극양태 강하지만 편안한 정도의 이상감각 강하지만 비통증성 근육 수축

전극부착 위치 피부분절(dermatomes)
통증 부위

근육분절(myotome)
통증 부위
개별 근육
운동신경(motor nerve)
경혈점(acupuncture points)

제시된 생리적 기전 큰 직경의 고유감각성 신경섬유(A-beta)의 자극
→ segmental analgesia

작은 직경의 구심성 피부 신경섬유(A-deltal) 및 근육 원심
성 신경섬유 → extra-segmental analgesia

적용법 통증이 있을 때마다 한번에 20~30분 정도 사용

통증경감 양상 비교적 즉각적인 효과시작과 종료 지연된 효과시작 및 지속되는 효과

따라서는 고강도의 자극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으므
로 강도의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20)다다 . 전기적 자극은 대체
로 표면전극을 통해 전달되는 데, 이러한 전극의 부착
은 주로 근육이나 신경의 주행방향과 같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부착한다27,28)다다 . 예를 들어 침술 유사 경
피성 전기신경자극의 일종인 Myomonitor의 경우, 수
동전극(passive electrode)은 목 뒷 편에, 능동전극은 삼
차신경과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전이부에 부착해서 저작
근 뿐만 아니라 안면근의 유도된 수축을 야기한다 (Fig.
4b)29). 이러한 유도된 수축을 통해 저작근의 수축-이완
의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 저작근의 근긴장 해소 및 혈액
순환을 유도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장기간
의 과도한 수축은 오히려 해당 근육들의 피로(fatigue)
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과 강도를 요한다29)다다 .
적용시간은 45분 정도가 제시되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소 변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피
성 전기신경자극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원하는 반응
이 없을 때 강하고 낮은 속도의 침술 유사 경피성 전기신
경자극을 적용하도록 제안되었다1).

3-3 전기침자극요법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therapy: EAST)

전기침자극요법은 고강도 (30~80mA)-저주파 (1~5
Hz)의 전기적 자극을 이용하는 전기요법으로 혹자는
침술 유사 경피성 전기신경자극으로 일종으로 간주하
기도 하나 전기신경자극과는 달리 해부학적 원칙이 아
니라 기본적으로 동양의학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기(qi, 
氣)의 경로인 경혈점을 기반으로 표면전극을 부착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ig. 4c)30). 하지만 동양의학에
서의 아시혈이 발통점과 특성상 유사하기 때문에 발통
점에 전기침자극의 표면전극을 위치시킴으로서 발통
점의 제거에 적용될 수 있다30,31)다다 . 한편 경피전기침점 자
극요법(transcutaneous electrical acupuncture point
stimulation therapy: TEAS)이라 불리는 치료법이 가
장 유사한 요법이나 엄밀한 의미의 경피전기침점 자극
요법은 silver spike point (SSP) 전극을 사용하여야 한
다32)다다 . 보통 4~8 채널의 전기자극을 동시에 가할 수 있으
며 채널별로 전선의 색이 달라서 구분이 된다. 전극 집게
(electrode clip)부위에서 붉은 색은 음극, 검은 색은 양
극은 의미하나 교류전류를 사용하기 해서 극성이 서로
교대로 나타나므로 이환측/비이환측 구분은 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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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s of acupoints possibly suggested for the treatment of orofacial pain30)

없으나 좌우측 한쪽은 같은 색(=같은 극성)의 집게를 위
치시킨다17). 안면통증 환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경혈점
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Fig. 3). 안면
부 경혈점이 머리카락 때문 표면전극의 부착시 다소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위이므로 긴밀한 부착에 보다 유
의해야 한다. 아울러 통증부위, 근육, 인대, 등과 같은 다
양한 임상 및 해부학적인 위치나 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경혈점은 전극 부착시 참고만 하면 될 것 같다.

4. 광요법 phototherapy

빛에너지를 이용한 치료법 또한 물리치료영역에 널리
도입되었는데, 광요법 중에서는 주로 레이저를 이용한 
요법이 측두하악장애의 물리치료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
용된다 (Fig. 4d). 물리치료에서는 주로 저출력 레이저가 
사용되는데 거의 대부분 생물학적 광학창(biologic op-
tical window)의 파장 영역(600~1070 nm)에 해당되는
He-Ne 레이저 (632.3㎚)와 Ga-As 레이저 (904 ㎚) 등이
많이 사용된다4,33). 저출력 레이저의 치유기전 및 통증

조절기전에 있어 좀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콜라
겐 생성, 섬유아세포 활성의 증가, prostaglandin의 감
소, DNA합성 증가, 세포 증식의 증가, 신경활성의 증가,
손상된 말초신경에서의 측부신경 형성의 촉진, 신생 혈
관 형성의 증가, 부종의 감소의 재생과 관련된 기전 그
리고 비만세포의 증가, 면역복합체의 형성감소 등도 보
고된 바 있다4,34)다다 . 따라서 측두하악관절 및 저작근의 창
상치유 및 통증감소에 사용되며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
염, 저작근에서의 통증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1). 레
이저 요법은 유해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레이
저 빛 에너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의 착용
을 필요로 한다.

Ⅲ. 결론

이상으로 측두하악장애에 사용되는 물리치료 중에
서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법에 살펴보았다. 물리치료
는 물리적 자극을 가해서 치료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임상가를 위한 특집   

K o r e a n  D e n t a l  A s s o c i a t i o n

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9권 제10호 2021602

Figure 4. physical therapy equipment. A. infrared lamp, B. myomonitor, C.EAST, D. low level 
laser and safety glasses

것이 궁극적 목적이므로 환자의 상태 및 증상에 따라 알
맞은 종류의 자극을 적절한 강도와 시간 동안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제시된 물리적 자극은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각 자극별로 적용조건
도 다양하게 제안되어 있다. 그에 반해 아직까지는 기존
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환자 맞춤형 구체적 치료 프로
토콜을 제시할 만큼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질환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이 확립되길 기대
한다. 아울러 프로토콜의 확립 이전에는 물리적 자극의
기전을 시작으로 해서 예상 가능한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한 현재까지의 발견과 제안
들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여
응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면
서 효과적인 물리치료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환자와 치
과의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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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워크숍

참석 : 권태훈

내용 :   전문평가위원회 설명 및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참석 : 김성훈

내용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토의

제310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 이석곤

내용 : 의료광고 심의

재무위원회 업무협의

참석 : 함동선

내용 : 재무관련 결제 및 업무협의

2021년 제2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

참석 : 박경태

내용 : 2021년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등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참석 : 김성훈

내용 :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참석

제17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참석 : 홍수연

내용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전면 재검토 촉구요청 및 항의방문

참석 : 박태근

내용 :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관련 전면 재검토 촉구 및 항의시위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국회 방문 

참석 : 이민정, 이민정

내용 :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2021년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2차 회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수가계약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 등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 방안 논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실무검토회의

참석 : 이민정

내용 :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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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 이석곤

내용 : 의료광고 심의

틀니 재료에 대한 급여확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틀니 급여 확대 논의 등

4개 의약단체 보험임원 업무협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관련 논의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 기한 연기 요청

참석 : 박태근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 제출 기한 연기 요청

불법의료광고 TFT

참석 : 장재완, 김재성, 이석곤

내용 : 불법의료광고 고발 진행현황 보고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협회 방문

참석 : 박태근, 마경화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논의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참석 : 홍수연

내용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불법의료광고 고발장 접수

참석 : 김재성, 이석고

내용 : 불법의료광고 상습게재 치과 고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참석 : 박태근

내용 :   비급여 규제 정책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치협 입장 전달 및 

논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참석 : 김성훈

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토의

제312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 이석곤

내용 : 의료광고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위원 간담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2022년도 보험료율 논의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대상 등록 관련 회의

참석 : 마경화

내용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방안 

및 관련서식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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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관련 고발인 조사

참석 : 현종오

내용 : 불법의료광고 고발 건 후속조치

제3회 예산위원회(비대면) 개최

참석 :   김홍석, 장재완, 홍수연, 마경화, 김철환, 김현선, 이민정,  

함동선, 김용식

내용 :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21년도 2차 자율점검 운영 협의체

참석 : 마경화

내용 : 자율점검제 확대 우영 방안 의견 수렴 등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참석 : 김성훈

내용 :   아바스틴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대상 기관 확대 여

부 등 토의

제312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 이석곤

내용 : 의료광고 심의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식

참석 : 박태근

내용 :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2021년도 제2회 수련고시위원회

참석 : 전양현

내용 :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일정 관련 토의

2021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변경(안) 등 토의

2021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경과보고 및 포상금 지급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등

2021년 제4차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등

제1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참석 : 홍수연

내용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

참석 : 마경화

내용 : 의료계 의견 수렴 등

정책연구원 업무협의

참석 : 정재호

내용 : 2021 연구과제 공모 주제 선정 관련사항 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학술원고 투고 규정

1. 원고의 성격 및 종류 

치의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저, 임상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하며 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과 협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투고한다.

2. 원고의 게재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국내와 
외국학술지에 이미 게재 된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원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원저자에게 있다.

3. 원고의 제출  

본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원고를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에 접수한다. 
제출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협회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12회 매월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5. 원고의 심의 

투고된 모든 원고는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비공개로, 게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저자가 편집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원고를 수정 
또는 보완한 다음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 이전본과 수정본 
모두를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편집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친 다음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결과 재심사 요망의 판정이 2회 반복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6.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 송부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중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7.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해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가진다.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저작권이 협회로 이양될 때 저자가 논문의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8. 윤리규정

 1)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게재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눈을 가릴 수 없는 경우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와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부적절한 
중복사용 등이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①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②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협회지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9.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A4 용지에 상, 하, 좌, 우 모두 3cm 여분을 두고 10point 크기의 
글자를 이용하여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한다. 

2) 사용언어 
①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글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작성하며 모든 학술용어는 2005년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발간한 (영한 한영) 
치의학용어집, 200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된 넷째판 
의학용어집과 2005년 발간된 필수의학용어집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번역어의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호 속에 원어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번역어를 쓴다. 

③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고유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에 일정 용어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약자를 쓸 수 있으며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소괄호안에 약자를 같이 쓰고 
다음에는 약자를 쓴다. 

⑤ 계측치의 단위는 SI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한다. 
⑥ 원고는 간추림부터 시작하여 쪽수를 아래쪽 바닥에 표시한다. 

3) 원고 
원고의 순서는 표지, 간추림,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표 (Table), 고찰, 
참고문헌, 그림설명, 그림, 영문초록의 순서로 독립하여 구성한다. 
영어논문인 경우에는 Title, Authors and name of institution,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Table, Discussion, 
References, Legends for figures, Figures, Korean abstract 의 순서로 
구성한다. 본문에서 아래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의 순서로 사용한다. 
    예) 재료 및 방법 

1, 2, 3, 4 
1), 2), 3), 4)
(1), (2), (3), (4)
a, b, c, d 

4) 표지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논문의 제목은 한글 50자 이내로 하며 영문의 대문자를 꼭 써야할 경우가 

아니면 소문자를 사용한다. 논문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논문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약자의 사용은 피한다.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소속을 제 1저자, 공저자의 순으로 
표기하여 뒤쪽 어깨번호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대학교, 대학, 학과, 
연구소의 순서로 쓰고,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저자의 어깨번호 

순서에 따라 앞쪽 어깨 번호를 하고 소속기관을 표기한다. 간추린 제목 
(running title)은 한글 20자, 영문 10단어 이내로 한다. 

③ 논문제목, 저자와 소속은 가운데 배열로 표기한다. 
④   아래쪽에는 연구진을 대표하고 원고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는 교신저자의 

성명을 쓰고 소괄호속에 교신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주소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비수혜, 학회발표, 감사문구 등 공지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5) 초록
초록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2가지 종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한글 500자 이내, 영문초록은 250 영어 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4개 문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약자의 사용이나 문헌은 
인용할 수 없다. 간추림의 아래에는 7단어 이내의 찾아보기 낱말을 
기재한다.
6) 본문 

①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사항은 피하여야 한다. 

② 재료 및 방법 
연구의 계획, 재료 (대상)와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실험방법은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자료의 수집과정, 분석방법과 치우침 
(bias)의 조절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재료 및 방법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장비, 시약 및 약품은 
소괄호 안에 제품명,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명기한다. 

③ 결과 
연구결과는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며,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
(Table)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을 기술한다. 

④ 고찰 
고찰에서는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연구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 소견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한점을 
기술하고, 결론 유도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논문의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⑤ 참고문헌 
a.   참고문헌은 50개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기록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작성한다. 영어논문이 아닌 
경우 기술된 문헌의 마지막에 소괄호를 이용하여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b.   원고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본문 중 저자명이 나올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으로 쓰고 소괄호속에 발행년도를 표시하며, 문장 
중간이나 끝에 별도로 표시할 때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어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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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인다. 참고문헌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소괄호속에 “ , ”으로 
구분하고 발행년도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와 발행년도가 같은 2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발행년도 표시뒤에 월별 발행 순으로 
영문 알파벳 소문자 (a, b, c, ....) 를 첨부한다. 

c.   참고문헌의 저자명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인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정기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제목, 정기간행물명 (단행본명), 발행연도, 권, 호,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사명, 인용부분의 시작과 끝 쪽수 그리고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논문명, 발행기관명 그리고 
발행년도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며 저자의 
성명은 성의 첫자를 대문자로 하여 모두 쓰고, 이름은 첫문자만 
대문자로 연속하여 표시한다. 이름사이에는 쉼표를 쓴다. 
논문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학명이외에는 이탤릭체를 쓰지 
않는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의 경우 
해당 약자를 사용하고, 비등재학술지는 그 학술지에서 정한 
고유약자를 쓰며 없는 경우에는 학술지명 전체를 기재한다. 
기술양식은 아래의 예와 같다. 

d. 정기학술지 논문
Howell TH. Chemotherapheutic agents as adjuncts in the 
treatmenr of periodontal disease. Curr Opin Dent 
1991;1(1):81-86 정유지, 이용무, 한수부. 비외과적 치주치료: 
기계적 치주치료. 대한치주과학회지 2003;33(2):321-329

e. 단행본 
Lindhe J, Lang NP, Karring T. Clinical periodontology and 
implant dentistry. 4th edition. Blackwell Munksgarrd. 2008. 
대한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 제4판. 군자출판사. 2004.

f. 학위논문 
SeoYK : Effects of ischemic preconditioning on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the expression of SOD-1 in the 
ischemic-reperfused skeletal muscles of rat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04.

⑥ 표 (table) 
a.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b.   분량은 4줄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며 전체내용이 1쪽을 넘지 

않는다. 
c.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d.   약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표의 하단에 알파벳 순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e.   기호를 사용할 때는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 주에 설명한다. 
f.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g.   표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Table 2, Table 3 이라고 

기재한다. 

h.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⑦ 그림 및 사진 설명 

a.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예) Fig. 1, Fig. 2, Fig. 3, ..... 
b. 별지에 영문으로 기술하며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술한다. 
c.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⑧ 그림 및 사진 (Figure) 
a. 사진의 크기는 최대 175×23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Fig. 1b) 
c.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인화된 사진에 직접 붙인다. 
d.   그림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Fig. 1, Fig. 2, Fig.3, ... 라고 

기재한다. 
e.   칼라 사진은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칼라로 인쇄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⑨ 영문초록 (Abstract) 

a.   영문초록의 영문 제목은 30 단어 이내로 하고 영문 저자명은 
이름과 성의 순서로 첫 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을 사용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은 학과, 대학, 대학교의 순서로 기재하며 
주소는 쓰지 않는다. 제목, 저자와 소속의 기재방법은 한글의 
경우와 같다. 

b.   영문초록의 내용은 600 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논문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작성한다. 각 문단에서는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영문초록 아래쪽에는 7단어 이내의 주제어 
(keyword)를 영문으로 기재하며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이때 주제어는 Index Medicus 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영문초록의 아래에는 교신저자 명을 소괄호속의 
소속과 함께 쓰고 E-mail 주소를 쓴다. 

⑩ 기타 
a.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b. 개정된 투고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첫 장의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11. 원저의 게재 및 별책 제작

원저의 저자는 원고게재에 소요되는 제작실비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화보
	대한치과의사협회지-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