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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study, 364 patients with TMD were selected from patients who visited Triple A dental clinic from
August 2008 to November 2013. In this study investigation of the prevalence of headache out of TMD
patients and the treatment rate of headache after the treatment of TMD were held.
1. The rate of having headache among the entire patients with TMD reached 58.5 % (i.e., 213 out of 364).
2. Out of the 213 headache patients with TMD, the rate of having tension-type headache was 77.5%,
followed by the rate of having migraine, 16.4%, and that of having combined headache, 6.1%.
3. The chance of having myofascial pain among the headache patients with TMD is likely to be higher
than that of having myalgia.
4. Given palpation of orofacial and neck muscles, the headache patient group showed higher pain scores
than non-headache patient group did.
5. Data shows that 70.3% of headache patients with TMD were cured after TMD is properly treated. The
result also includes the cure rate for each subtype of headache: 72.5% for tension-type headache, 54.8%
for migraine, and 83.3% for mixed headache.

Journal of TMJ and Sports Dentistry

Vol 4 No 2, 2013
측두 하악 장애 환자 치료의
두통 치료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treatment of headache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

1. 서론
턱관절 장애 환자는 턱관절 및 악안면의 통증과 턱관절 잡음, 개구 장애를 주요 증상으로 보
이나, 때로 이통, 경부통, 어깨 통증 및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1)
또한, 모든 턱관절 장애 환자에서 두통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임상에서 보면 많은 턱관절 장
애 환자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턱관절 장애 환자
의 약 70%에서 두통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Magnusson은 턱관절 장애 환
자들을 대상으로 두통의 유병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일반인에 있어서는 20%에서 두통과 안
면통이 나타나나, 턱관절 장애 환자에서는 약 70%에서 재발성 두통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Ciancaglini는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군에서의 두통 유병율은 27.4%로 일반인군의 15.2%
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보고하였다.2-9)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서 두통의 유병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턱관절 장애가
두통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그동안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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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egaard는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 존재 여부를 연구하여,
98명의 두통 환자 중 55명에서 턱관절 장애를 동시에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그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턱관절 장애는 근막 동통 증후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통은 편두통의 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턱관절 장애 유병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1)
Molinad는 턱관절 장애 환자군의 두통 유병율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보고하였고,
Gerstner 등은 턱관절 장애를 가진 환자와 긴장성 두통을 가진 환자는 증상에 대해 비슷한 설
문 조사 결과를 얻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턱관절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두통을 명시하고 있으며, 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환자의 주요 증상으로
턱관절 장애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4, 11-14)
턱관절 장애와 두통은 둘 다 유병율이 큰 질병이기 때문에 두 질병이 독립적으로 동시에 나타
나는 경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보아 턱관절 장애와 두통간에는 상당
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턱관절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치과 의사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두통의 증상을 면밀히 검사하고 진단하여 그 두통이 턱관절 장애로 인한 두통으로 판단되면 턱
관절 장애 치료와 더불어 두통의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7,9-11)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에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때 두통 여부를 검사하여 그 두통이 턱관
절 장애와 관련이 있는 두통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마련
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턱관절 장애 환자들 중 두통이 있는 환자들과 두통이
없는 환자들 각각에 대하여 나타나는 임상적인 특징들을 조사하여 두 환자들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턱관절 장애로 인한 두통의 검
사 및 진단에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또한, 턱관절 장애 치료 후 두통의 치료
여부를 조사하여 턱관절 장애 치료가 두통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두통을
유형에 따라 긴장성 두통, 편두통, 혼합 두통으로 나누어서 턱관절 장애 치료 후 각 두통 치료
효과를 조사하여 두통의 유형별로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여, 치과에서의 턱관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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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환자들의 두통 치료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턱관절 장애 치료를 위하여 트리플 에이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3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남자는 87명(23.9%)
이었고, 여자는 277명(76.1%)이었으며, 연령은 12세부터 86세로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33.83세였다.
모든 환자에 대하여 측두 하악 장애 분석 검사 및 턱관절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를 시
행하고, 파노라마 소견상 골변화가 의심되는 경우는 치과용 cone beam CT 검사를 실시하여
골변화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들을 턱관절 장애 유형에 따라 근육통(myalagia)군, 근막 동통
증후군(myofacial pain dysfuction)군, 턱관절 내장증(TMJ internal derangement)군, 골관
절염(osteoarthritis)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두통의 발현 정도의
또한, 전체 364명의 환자를 두통이 있는 환자군 213명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 151명으로 나누
어, 213명의 두통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통의 유형을 조사하여 턱관절 장애 환자군에서
어떠한 두통이 가장 호발하는지를 알아보고, 턱관절 장애 치료의 두통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통이 있는 턱관절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턱관절 치료 후 두통 유무를 문진하여 두
통이 치료되었으면 “개선됨” 두통이 그대로 있으면 “변화 없음”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
러, 턱관절 장애 치료가 두통의 유형별로 어떤 두통에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통 환자군을 두통 유형별로 긴장성 두통 환자군(TTH), 편두통 환자군(migraine), 긴장성 두통
과 편두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 두통(mixed headache) 환자군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하
여 턱관절 장애 치료 후 두통의 치료 여부를 “개선됨”, “변화 없음”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 각각의 환자군에 대하여 교근(Masseter),
측두군(Temporalis), 두판상근(Sprenius Capitus), 승모근(Trapezius), 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의 근압통 점수를 조사하여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
에서 근압통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턱관절 장애 치료의 두통 치료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 각각에 대하여 턱관절 장애 치료 후의
근압통 점수를 조사하여 치료 전후의 근압통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근압통 점수는 통법에
따라 각각의 근육들을 촉진한 후, 통증의 정도를 Moody의 방법에 따라 0, 1, 2, 3의 4단계로
나누어서 점수를 부여한 다음 그것들의 평균치를 구하여 결정하였다.15)

3. 결과
1. 턱관절 장애 환자 중 두통 환자의 비율
연구 대상 총 364명의 턱관절 장애 환자 중 두통이 있는 환자는 213명(58.5%), 두통이 없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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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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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151명(41.5%)이었고, 두통이 있는 환자들의 턱관절 장애 평균 유병 기간은 3.39년, 두
통이 없는 환자의 턱관절 장애 평균 유병기간은 1.61년이었다.
총 364명의 환자 중 남성은 87명, 여성은 277명이었으며,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의 남녀
비율은 남성은 40명으로 18.8%,, 여성은 173명으로 81.2%로 나타났고,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
서는 남성은 47명으로 31.1%, 여성은 104명으로 68.9%로 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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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the headache and non-headache patients.

2. 두통 환자들의 두통 유형별 분포
두통이 있는 환자 213명 중 긴장성 두통 환자는 77.5%인 165명, 편두통 환자는 16.4%인 35
명,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 두통 환자는 6.1%인 13명이었다.(Fig 2)

Fig. 2 Distribution of headache in headache patients group

3. 두통 유무에 따른 측두 하악 장애의 유형의 차이
턱관절 장애 유형에 따라 근육통(myalagia)군, 근막 동통 증후군(myofascial pain
dysfunction)군, 턱관절 내장증(TMJ internal derangement)군, 골관절염(osteoarthritis)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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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두통 유무에 따라 턱관절 장애 유형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두통
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근막 동통 증후군 환자가 123명으로 49.6%, 턱관절 내장증 환자가 76명
으로 30.6%, 근육통 환자가 43명으로 17.3%, 골관절염 환자가 6명으로 2.4% 순으로 나타났
고,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턱관절 내장증 환자가 68명로 42.5%, 근육통 환자가 54명으로
33.75%로, 근막 동통 증후군 환자가 30명으로 18.75%로 골관절염 환자가 8명으로 5.0%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2) 한 환자가 근육통과 턱관절 내장증, 근육통과 골관절염, 근막
동통 증후군과 내장증, 근막 동통 증후군과 골관절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각각의
질병으로 중복해서 계산하였다.
Table 1. Prevalence of patients with differential diagnosi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in headache group.

Discription

MPD

123(49.6%)

MPD only

92 (37.10%)

MPD + Disc displacement

30 (12.10%)

MPD + Arthralgia

Internal Derangement

Osteoarthritis

43(17.3%)

76(30.7%)

6(2.4%)

1 (0.4%)
39 (15.72%)

Myalgia + Disc displacement

3 (1.21%)

Myalgia + arthralgia

1 (0.4%)

Disc displacement only

43 (17.34%)

Disc displacement + MPD

30 (12.10%)

Disc displacement + Myalgia

3 (1.21%)

Arthralgia only

4 (1.61%)

Arthralgia + MPD

1 (0.4%)

Arthralgia + Myalgia

1 (0.40)

Table 2. Prevalence of patients with differential diagnosi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in non-headache group.

Discription
MPD only
MPD

30(18.8%)

24 (15.0%)

MPD+ Disc displacement

4 (2.5%)

MPD+Arthralgia

2 (1.25%)

Myalgia only
Myalgia

50(33.7%)

51 (31.86%)

Myalgia + Disc displacement

2 (1.25%)

Myalgia + arthralgia

1 (0.63%)

Disc displacement only
Internal Derangement

Osteoarthritis

68(42.5%)

8(5.0%)

No of patient

62 (38.75%)

Disc displacement + MPD

4 (2.50%)

Disc displacement + Myalgia

2 (1.25%)

Arthralgia only

5 (3.13%)

Arthralgia + MPD

2 (1.25%)

Arthralgia + Myalgia

1 (0.6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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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압통과 두통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 각각에 대하여 교근, 측두근, 두판상근, 승모근,
흉쇄유돌근을 촉진하여 근압통 점수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 교근
의 근압통 점수는 2.7이었고, 이어서 두판상근 1.34, 흉쇄유돌근 1.08, 측두근 0.84, 승모근
0.71 순으로 나타났고,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교근의 근압통 점수는 2.28이었고, 두판상
근 0.58, 흉쇄유돌근 0.56, 승모근 0.4, 측두근 0.2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 있어서 두경부 각 근육의 근압통 점수는 조사한
5개의 모든 근육에서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보다 근압통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교근은 118.4%, 측두근은 323.1%, 두판상근은 231.0%, 승모근은 177.5%, 흉쇄
유돌근은 192.9%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 대하여 턱관절 장애 치료 후 근압통 점수를
조사한 결과, 두 환자군 모두에서 근압통 점수가 감소하였으나 두 환자군간에 유의할 만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교근이 1.02로 근압통 점수가 62.22% 감소
하였고 측두근이 0.12로 85.71%, 두판상근은 0.08로 94.03%, 승모근이 0.14로 80.28%,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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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유돌근이 0.16로 85.19%로 감소하였고,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교근이 0.78로 65.79%,
측두근이 0으로 100%, 두판상근이 0.03로 94.83%, 승모근이 0.05로 87.5%, 흉새유돌근이
0.16으로 71.43% 감소하였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Muscle tenderness scores

headache
Nonheadache

Masseter

Temporalis

Splenius
capitus

Trapezius

SCM

before

2.7

0.84

1.34

0.71

1.08

after

1.02

0.12

0.08

0.14

0.16

before

2.28

0.26

0.58

0.4

0.56

after

0.78

0

0.03

0.05

0.16

5. 측두 하악 장애 치료의 두통 치료 효과
두통 환자군에 속한 총 213명의 환자 중 환자가 더 이상 내원하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한 21
명을 제외한 192명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 치료 후 두통 치료 효과를 조사하였다.
턱관절 장애 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스플린트 장치 치료, 물리 치료, 약물 치료, 고착 해
소술 등의 치료를 한가지 이상 적용하였다.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9.55개월이었고, 환자에
게 적용한 치료의 내용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턱관절 장애 치료 후 두통이 치료된 환자 비율은 192명 중 135명으로 70.31%로 나타났으며,
두통의 유형별로 긴장성 두통, 편두통, 혼합 두통 각각의 치료 효과를 조사한 결과, 긴장성 두
통 환자군에서는 두통이 치료된 환자가 149명 중 108명으로 72.5%이었고, 편두통 환자군에서
는 31명 중 17명으로 54.8%이었고, 혼합 두통 환자군 12명중 10명으로 83.3%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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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treatment methods in TMD patients

No of patients

%

126

65.62%

Splint + Arthrosynthsis

14

7.29

Splint + medication

15

7.81

Physical theraphy

37

19.27%

192

100%

Splint only

Sum

Table 5. Changes in the symptoms of headache after TMD treatment.

Better

Unchanged

TTH

149

108 (72.5%)

41(27.5%)

Migrane

31

17 (54.8%)

14 (45.2%)

Mixed

12

10(83.3%)

2 (16. 7%)

Sum

192

135(70.3%)

57(29.7%)

4. 고찰
본 연구 결과, 턱관절 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364명의 환자 중에서 58.5%의 환자에서 두통이
있었는데, 그 중 긴장성 두통은 77.5%인 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편두통은 16.4%인 35명, 편
두통과 긴장성 두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 두통 환자는 6.1%인 13명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Magnusson 등의 연구 결과인 70%에는 못 미치나, 턱관절 장애 환자에서의 두통의 유병율
에 관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4,7,11-14)
또한, 연구 대상 364명의 환자 중 남여 비율은 23.9%:76.1%로 나타났는데, 그 중 213명의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의 남녀 비율은 18.8%:81%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남녀 비율이 31.1%:68.9%로 여성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Fig 1) 이것은
턱관절 장애가 있는 여성에서 남성에서보다 두통이 더 많이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턱관절
장애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두통의 발현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본 연구 결과,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 턱관절 장애의 유형은 상이하
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근막 동통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49.6%, 근육통을 가진 환자가 17.3%로 근막 동통 증후군 환자가 더 많이 나타난데 비해, 두통
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반대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 18.8%, 근육통이 33.7%로 근육통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증 환자 비율에서도 두 환자군 간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두통이 있
는 환자군에서는 내장증 비율이 30.6%인데 비해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 42.5%로 더 많이 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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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Table 1)(Table 2)
이러한 결과로 보아 턱관절 장애 환자에 있어서 두통의 발현은 턱관절의 이상보다는 저작근
과두경부 근육의 통증이 더 관련이 있으며, 근육의 통증도 일시적인 통증인 근육통보다는 만성
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근막 동통 증후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저작근과 두경부 근
육의 중추성 민감화(central sensitization)가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
는 연구 결과로, 본 연구에서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 턱관절 장애 유병 기간이 두통이 있는 환
자군에서 3.39년,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 1.61년으로,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 두통이 없는
환자에 비해 두 배 정도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유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턱관절 장애 초기에 나타나는 국소적인 근육통이 만성으로 진행되면서 근막 동통 증후군으로
발전하고, 만성 통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관통의 일환으로 두통이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흔히 사용되고 있
는 근압통 지수와 두통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
자군 에 대하여 교근(Masseter), 측두군(Temporalis), 두판상근(Sprenius Capitus), 승모근
(Trapezius),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의 근압통 지수를 조사한 결과, 두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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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에서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5개 근육 모두에서 근압통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근육
별로 보면, 교근에서는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 2.7,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2.28로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118%로 약간만 높게 나타났으나, 측두근에서는
323.1%, 두판상근에서는 231.0% 승모근에서는 177.5%, 흉쇄유돌근에서는 192.9%로 현저하
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이러한 결과로 보아,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서 교근에서의 근압통 점수가 다른 근육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두통은 교근보다는 측두근, 두판상근, 승
모근, 흉쇄유돌근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이며, 이것은 턱관절 장애의 초기에 통증이 교근에만 국
소적으로국한되어 나타날 때보다는 턱관절 장애가 더 진행되어 측두근, 두판상근, 승모근, 흉
새유돌근 등으로 퍼져나갈 때 두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턱관절 장애를 가진 두통 환자 촉진시 근압통이 높게 나타난다는 다른 연구들
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 등은 턱관절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대상자의 50% 정도
에서 두통과 경부통이 나타났으며, 두경부 근육의 근압통 지수가 두통 및 경부통의 강도에 따
라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16) Haley 등은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 환자에서 저작근을 촉진
하였을 때, 턱관절 장애 환자와 유사한 정도의 근압통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17)

Lipchik 등

은 두개 주위 근육의 근압통이 긴장성 두통의 발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8) 또
한 Glaros 등은 턱관절 장애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의 양상이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환자가
표현하는 두통의 양상과 유사하며, 두통 환자 촉진시 두통이 없는 환자보다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통증의 양상이 턱관절 장애 환자에서의 통증의 양
상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4) Tfelt Hansen은 편두통 환자에서 두통 발생 시기에 두경부 근
육의 근압통 소견이 같이 나타난다고 하였고,19) Jensen은 긴장성 두통 환자에서 근전도 측정시
근활성도가 증가된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0)
이어서, 턱관절 장애 치료 후 두통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통이 있는 환자군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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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 213명의 환자 중 환자가 더 이상 내원하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한 21명을 제외한 192명
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 치료 후 두통의 치료 여부를 조사한 결과, 두통이 치료되었다고 응답
한 환자는 192명 중 135명으로 70.3%였고, 두통 유형 별로는 긴장성 두통 환자군에서는 149
명 중 108명으로 72.5%인데 비해, 편두통 환자군에서는 31명 중 17명으로 54.8%이었고, 편두
통과 긴장성 두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 두통 환자군에서는 12명 중 10명으로 83.3%로 나타
났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턱관절 장애가 긴장성 두통과 관련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뒷받침하
며, 편두통이 턱관절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는 아직 별로 없으나, 편두통도 턱관절
장애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Olesen의 연구에 의하면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이 뇌간에서의 중간 신경 섬유의 조절 기전에 따라 임상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
는 같은 기전으로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는 뇌간으로 들어오는 통증 자극 중 근육으로부터 들
어오는 통증 자극과 뇌 혈관으로부터 들어오는 통증 자극 모두 두통을 유발하나, 근육으로부
터 들어 오는 통증 자극과 뇌 혈관에서부터 들어 오는 통증 자극을 뇌간에 있는 중간 신경 섬
유(interneuron)가 중간에서 조절하여 근육에서 오는 자극이 현저하게 클 경우 긴장성 두통을
설명은 긴장성 두통 뿐만 아니라 편두통 및 혼합 두통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편두통이 턱관절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 턱관절 장애가 치료됨에 따라 편두통과 혼합 두통
이 상당 부분 치료된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 특이하게도 턱관절 장애 치료가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만 있는 경우보다 긴장
성 두통과 편두통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혼합 두통 환자군에서 83.3%로 두통 치료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 대상 환자수가 12명으로 작아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Ballegaard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그는 두통을 주소로 내
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 존재 여부를 연구하여, 98명의 두통 환자 중 55명에서 턱관
절 장애를 보이며, 턱관절 장애는 근막 동통 증후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타난 두통은 편두
통이 가장 많았으나,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그룹에서 턱관절 장애
유병율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11) 이는 턱관절 장애 환자에 있어서 턱관절 장애 초기에는
긴장성 두통으로 시작하지만 턱관절 장애가 심해지고 만성으로 될수록 긴장성 두통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편두통의 증상을 보이는 혼합 두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혼합 두통은 턱관절 장애와 더 관련성이 높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턱
관절 장애 치료에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장성 두통 뿐만 아니라 편두통과 혼합 두통 모두 턱관절 장애
와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특히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서 두통은 저작근에 통증이 국한되
어 나타나는 초기보다는 통증이 만성으로 진행하여 저작근 뿐만 아니라 두경부 근육으로 통증
이 전파되어 근막 동통 증후군으로 발전하면서 중추성 민감화에 의한 연관통으로 두통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는 턱관절 장애 환자를 진단할 때 문진과 임상 검사를 통해 두통이 있음을
확인하면 저작근과 두경부 근육을 촉진하여 각각의 근압통 점수를 조사하여 환자의 턱관절 장
애의 통증이 어느 근육에까지 전파되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통증이 만성으로 발전하여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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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혈관에서 오는 통증 자극이 현저하게 클 경우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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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두통이 유발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환자의 두통이 턱관절 장애와 관
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두통의 증상이 어떠한지, 그 두통의 유형은 무엇인지, 치료 예후는
어떠할 지를 예측해 보고, 턱관절 장애 뿐만 아니라 두통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통이
턱관절 장애와 관련이 있는 두통이라면, 턱관절 장애의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턱관절 장애의
다른 증상들이 치료되는 것과 더불어 두통도 치료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턱관절 장애 환자 192명 중 155명에서 스플린트 장치가 치료에 사용되었는데,
스플린트 장치가 턱관절 장애 증상 뿐만 아니라 두통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환자 두통
의 원인이 근육의 과활성화로 인한 근긴장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Glaros의
연구에 의하면 턱관절 장애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치아 접촉이 많고 그로 인해 근긴장도가 높
게 나타나며, 이렇게 높아진 근긴장도가 근육이 이완된 경우보다는 통증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
다고 하였다.22) 또한 두통 환자에서 30분 동안 치아를 접촉하게 하였을 때 두통이 유발되는 경
우가 많았는데 이는 이갈이와 이악물기와 같은 악습관이 턱관절 장애뿐만 아니라 두통을 유발
한다고 볼 수 있다.4) 그러므로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 스플린트 장치를 사용하여 치료할 경우
이러한 악습관에 의한 불필요한 치아 접촉을 줄여 주고 높아진 근긴장도를 낮춰 주어 근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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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시켜 턱관절 장애의 증상뿐만 아니라 두통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3)
본 연구에서 192명 중 37명은 물리 치료만으로도 두통이 치료되었는데 물리 치료 역시 근육
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두통 치료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두경부
근육의 통증을 두통 유발 원인으로 보고 두경부 근육에 대한 약물 주사, 물리 치료, 발통점 주
사, 보톡스치료 등을 통해 해당 근육의 긴장을 해소시켰을 때 두통이 치료되는 효과를 나타내
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24-2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 턱관절 장애 환자의 58.5%에서 두통이 발견되었고,
두통이 있는 턱관절 장애 환자 192 명 중 70.3%인 135명이 스플린트 장치를 비롯한 턱관절 장
애 치료를 통하여 두통이 치료된 것으로 보아 턱관절 장애와 두통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이 다
시 한번 확인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 턱관절 장애 치료가 긴장성 두통에 효과가 있다
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턱관절 장애 치료가 긴장성 두통 뿐만 아니라 편두통과 혼합 두통에
도 치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향후 치과에서의 두통 치료가 치과 의사가 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치과 의사는 턱관절 장애 환
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두통의 진단과 치료를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턱관절 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턱관절 장애와 관련이 있는 두통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아직까지 치과에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때 두통 여부를 검사하
여 그 두통이 턱관절 장애와 관련이 있는 두통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
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턱관절 장애시 나타나는 두통의 발생 기전과
진행 과정 및 치료 기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치과에서의 두통 치
료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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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08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트리플 에이 치과에 턱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내원한 364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턱관절 장애 중 두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58.5%인 213명이었고, 그 중 긴장성 두
통은 77.5%인 165명, 편두통은 16.4%인 35명,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혼합 두통 환자는 6.1%인 13명이었다.
2.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에서 턱관절 장애 유형별 빈도를 조사한 결과,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 특이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두통이 있는 환자
군에서는 근막 동통 증후군이 49.6%, 턱관절 내장증이 30.7%, 근육통이 17.3%, 골관절염
이 2.4% 순으로 나타났으나,.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턱관절 내장증이 42.5%, 근육통
이 33.7%, 근막 동통 증후군이 18.8%, 골관절염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3. 두통이 있는 환자의 턱관절 장애 평균 유병 기간은 3.39년이었고, 두통이 없는 환자군의
평균유병 기간은 1.61년이었다.
여 비교한 결과, 두통 환자군에서 근압통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두통 환자군에서는
교근 2.7, 두판상근 1.34, 흉쇄유돌근 1.08, 측두근 0.84, 승모근 0.71 이었고 두통이 없
는 환자군에서는 교근 2.28, 두판상근 0.58, 흉쇄유돌근 0.56, 측두근 0.26, 승모근 0.4
로 나타났다. 턱관절 장애 치료후 이들 근육의 근압통 점수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교근
1.02, 두판상근 0.08, 흉쇄유돌근 0.16, 측두근 0.12, 승모근 0.14로 나타났다.
5. 두통을 가진 환자 중 70.3%가 턱관절 장애 치료 후 두통이 치료되었다. 두통 유형 별로
긴장성 두통의 치료율은 72.5%, 편두통은 54.8%, 혼합 두통은 83.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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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통이 있는 환자군과 두통이 없는 환자군에서 각각 두경부 근육의 근압통 점수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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