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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effect of occlusal splint  on TM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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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측두하악장애는 악안면의 근육과 관절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이상을 포함하는 집합적 용어로

악안면, 목, 머리에 있는 근육과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관절음, 개구제한, 기능변화등의 증상을

보인다.1),2) 측두하악장애는 1934년 Costen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 Schwartz, Trawell, Laskin등

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3),4),5),6) Okeson 등은 측두하악장애가 측두하악근육의 과활성에서 기인되

는데이러한과활성에는교합이상과스트레스가두가지중요한요소가되며그것의산술적인합이

역치보다 높게 될 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했다.7) 이러한 초기의 개념이 발전하여 현재는

측두하악관절장애는 교합과 관절에 관계되는 해부학적요인, 근신경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

으로작용하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2),8)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행동요법, 약물요법, 물리치료 요

법, 교합안정장치등이사용되고있다.9) 그중교합안정장치는상악이나하악중어느한쪽의전악을

피개하는 장치로서 측두하악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구강내 교합안정장치의 치

료효과에 해효과적또는비효과적이라는상반된보고가있기는하나, 체적으로외과적수술이

나 전악 교합조정 등의 비가역적인 치료 방법에 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0),11),12) 교합안정장

치는 단순히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교합조정을 시행하기에 앞

서교합의불일치를밝히기위해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할과정으로생각되기도한다.10)13),14),15),16)

교합안정장치의효과를입증하기위한선학들의여러연구가있었는데Griffin등은EMG 상에서

교합안정장치사용시근육의과활성과경직이감소하는것을보고하 다.17) 또한Beernster, Boen

등은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하여 EMG 상에서 silent period가감소함을 보고한바있다.18) 교합안정

장치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pantograph 상에서 하악 운동의 재현성을 확인 하는

것으로서, Roura등은1개월간교합안정장치로치료한결과임상적으로, 근전도학적으로하악운동

의 변화가 있었으나 PRI 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

로 교합안정장치는 근활성을 감소시켜 근육장애에 효과적이며 측두하악관절의 하중을 감소시켜 관

련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생각되고 있다.2)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은 크게 통증, 관절음, 개구제한으로

한정해서볼때교합안정장치의치료효과가관절음의경우에는크게기 하기어렵고, 턱관절통증

의 경우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다.10) 특히 통증의 원인이 근육에 있을 경우 그 치료

효과가 더 크며 턱관절 자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의 경우에는 교합안정장치만의 치료 효과에

해의문이있다고보고되고있다.2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턱관절 질환을 주소로 실제 병원에 내원하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고, 일반적으로 교합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에 해 일정기간 이상 치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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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증상 중에서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교합안정장치

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에 따라 치료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

유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를 측두하악관절 자체의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는 관절성 환자군과 그렇

지 않고 근육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근육성 환자군으로 나누어서 턱관절의 병변 유무가 치료 예후에

미치는 향을파악하고자한다. 

또한 환자의 병력 기간이 치료 효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단기 환자군

과 그 이상의 장기 환자군으로 나누어서 그 차이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환자의 통증을 치료

전후에근육을촉진했을때나타나는객관적통증점수와환자가느끼는주관적통증점수의차이를

비교하여어떤통증이교합안정장치의치료에의해더많이감소했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2. 연구 상및방법

1) 연구 상

2008년3월부터2009년12월까치측두하악부위의통증과관절음개구제한등을주소로트리플

에이치과 병원에 내원하여 교합안정장치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중 59명을 상으로 하 다.

이중 남자는 17명 여자는 42명 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27.3세 으며 연령 범위는 13세에서

69세 다. 

2) 연구방법

초진시 환자 모두에 해 기왕력, 측두하악 관련 근육 촉진 검사, 하악 운동 검사, 관절잡음 검사,

교합검사등임상검사를시행하고턱관절파노라마사진, 경두개방사선사진, CBCT 사진등방사

선검사를시행하 다. 

환자의 객관적인 통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근육 촉진 검사를 시행하여

교근, 측두근, 외익돌근, 내익돌근, 외이복근, 흉쇄유돌근, 널판근, 승모근을 촉진하여 Moody의 통

증점수에따라0,1,2 로통증점수를부여하 다. Score 0은촉진시환자가통증을보이지않을때,

score 1은약간의통증을느낄때, score 2는현저한불편감이나통증을호소할때로나누어결정하

다.21) 

또한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가 평상시, 개폐구시, 저작시 각각에

하여통증을있으면점수1, 통증이없으면점수0을부여하고치료전후의점수를비교하 다.

교합안정장치는식사시간을제외하고계속해서착용하도록하 고2-3주간격으로환자를내원

하게하여환자의통증점수를측정하고교합조정을해주었다. 

3) 연구 항목

관절성 환자군과 근육성 환자군의 치료 효과 비교하 다. 연구 상 환자에 하여 치료에 앞서

임상 검사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경두개 사진, CBCT 사진을 촬 하여 턱관절 과두의 골변화 여

부를 관찰하여 골변화가 없는 환자군을 근육성 환자군으로, 골변화가 있는 환자군을 골변화가 있는

관절성 환자군으로 분류하여 양측 환자군에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하악안정장치 치료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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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치료 전과 치료 후의 통증 점수를 비교하여 두 환자군 간에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

다. 

또한, 교합안정장치치료후측두하악근육을촉진하여치료후통증점수의합이5미만이거나환

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 점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개선군으로 분류하고 촉진시 통증 점수

의 합이 5 이상이거나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 점수의 합이 2 이상인 경우 비개선군으로

분류하여, 근육성 환자군과 관절성 환자군 각각에 해서 병력 기간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

는지를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근육성환자군은남자10명여자20명평균나이26세이고, 관절성환자군은남자7명여자22명

평균나이28.6세로서두그룹간환자의평균나이와환자수에는유의할만한차이는없었다. 

초진시 근육성 환자군의 촉진시 통증 점수의 합의 평균은 10.3, 주관적 통증 점수의 합의 평균은

1.35이었고, 관절성 환자군은 촉진시 통증 점수의 합의 평균은 12.31, 주관적 통증 점수의 합은 1.9

로서관절성환자군에서근육성환자군에서보다더높게나타났다.

치료후 근육성 환자군은 촉진시 통증 점수의 합의 평균은 2.4, 주관적 통증 점수의 합의 평균은

0.52로 초진시와 비교하여 각각 77% 와 61.5% 감소하 다. 관절성 환자군은 치료후 촉진시 통증

점수의 합의 평균은 3.14, 주관적 통증 점수의 합은 평균은 0.76으로 초진시와 비교하여 각각

74.5%, 60% 감소했다. (Table 1,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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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ain score between first visit and last visit

PPaaiinn aatt ffiirrsstt vviissiitt PPaaiinn aatt llaasstt vviissiitt

Muscle

disorcer

Joint

disorder

Muscle

disorder

Joint

disorder

Muscle palpation

Mandible movement

10.3

1.35

12.31

1.90

2.4

0.52

3.14

0.76

Table 2.  Decrease of pain score 

MMuussccllee ddiissoorrcceerr JJooiinntt ddiissoorrddeerr

Muscle palpation

Mandible movement

7.9 (77%)

0.87(61.5%)

9.17 (74.5%)

1.14 (60%)



전술한기준에따라치료후통증이현저하게감소한개선군과통증이현저하게감소하지않은비

개선군을 비교하 다. 근육성 환자군에서는 총 31명의 환자 중 80%인 25명이 개선군으로, 관절성

환자군에서는총29명중72.4%인21명이개선군으로나타났다.

연구 상환자의초진시병력기간을조사한결과개선군에서는근육성환자군의평균은11개월,

관절성 환자군의 평균은 19.2개월이었고 비개선군에서는 근육성 환자군의 평균은 23개월, 관절성

환자군의평균은48개월이었다. (표1)

4. 고찰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게서 통증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며 교합안정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주소를 해결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13),14),15) 교합안정장치의 효과에 해서는 논란

이 있기는 하나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교합안정장치는 빈번하

게 사용이 되고 있다. 10),11) 따라서 측두하악장애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의 하나인 통증에 주목하여

교합안정 장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통증 점수를 비교하여 교합안정장치가 측두하악장애 환자에게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하악 안정장치의 치료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턱관

절과두의골변화를동반한골관절염의 향을확인해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관절성 환자군과 근육성 환자군의 치료 전후의 하악안정장치의 치료 효과를 연구한

바 근육성 환자군은 80%, 관절성 환자군은 72.4%가 치료후에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한 개선군으로

분류되어근육성환자군에서더높은비율을보 으나두환자군모두에서치료효과를보 다. 

초진시근육촉진시의통증점수의합의평균과주관적통증점수의합의평균은근육성환자군에

서 각각 10.3 과 1.35 고, 관절성 환자군에서 12.31과 1.9로 두 경우 모두 관절성 환자군에서 통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치료후 촉진시 통증 점수의 합의 평균과 주관적 통증 점수의 합의 평균이 모

두 감소하 는데 촉진시 통증은 근육성 환자군에서 77%, 관절성 환자군에서 74.5%가 감소하 고

주관적통증은근육성환자군에서61.5%, 관절성환자군에서60%가감소하 다. 

Carraro 와 Caffesse의 연구에 의하면 하악안정장치 치료시 근육 장애를 가진 환자의 성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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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n improved and unimproved patients according to the muscle and joint

MMuussccllee JJooiinntt

Improved

Unimproved

25 (80%)

6  (20%)

21 (72.4%)

8 (17.6% )

Table 4.   Comparison of symptom duration between improvement and unimprovement patient 

MMuussccllee JJooiinntt

Improved

Unimproved

11m

23m

19.2m

48m



85% , 관절장애를가진환자는70% 근육과관절장애를동반한환자의성공률은76% 라고보고하

고있다.22) 본연구에서도근육의촉진시통증이환자가개폐구시와저작시에주관적으로느끼는관

절과관련된통증보다통증감소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박과고는근육장애, 관절장애, 근육및관절의복합장애로나누어치료의예후를비교한결과복

수진단이 나왔을 때 예후가 더 불량하다고 하 다.23) 본 연구에서 관절성 환자군의 경우는 부분

관절과근육의문제를동시에가지고있었으며, 근육성환자는단수의문제를가지고있는경우이므

로, 복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예후가 불량했던 박과 고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현저하게 환자의 통증이 감소되었으므로 관절성 환자군과 근육성 환자군 모두에

서교합안정장치의치료효과는확인된다고볼수있다.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한 개선군과 통증이 별로 개선되지 않은 비개선군의 병력기간과의 상관관

계를 조사해 보았다. 개선군은 평균적으로 근육성 환자는 11개월, 관절성 환자는 19.2개월의 병력

기간을 보 고, 비개선군은 근육성 환자군은 23개월, 관절성 환자군은 평균 48개월의 병력기간을

보 다. 이결과로보면하악안정장치의치료효과는관절성원인이냐근육성원인이냐보다는환자

의병력기간에더많은 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 이는환자의병력기간이길어짐에통증이중추

신경에 향을 주어 신경증으로 발전되거나 환자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정신병으로 발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환자 병력 기간이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치료 효과에 미치는

요인들에 한보다체계적인연구가요구된다고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트리플에이치과 병원에 내원한 측두하악장

애환자중교합안정장치로치료받은59명의환자를근육성환자군과관절성환자군으로나누어치

료전후의통증을비교하여교합안정장치의치료효과를연구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근육성 환자군은 초진시 통증은 촉진시 통증 점수의 평균은 10.3, 주관적 통증 점수의 평균은

1.35 으로나타났다. 반면관절성환자군의초진시통증은촉진시통증점수의평균은12.31, 주

관적 통증 점수의 평균은 1.9 로서 관절성 환자군의 통증 점수가 근육성 환자군의 통증 점수에

비해높게나타났다.

2. 근육성 환자군과 관절성 환자군 모두에서 교합안정장치 치료 후 통증 점수가 현저하게감소하

다. 촉진시 통증은 근육성 환자군에서 77%, 관절성 환자군에서 74.5% 감소하 고 주관적

통증은 근육성 환자군에서 61.5%, 관절성 환자군에서 60% 감소하 다. 두 환자군에서 모두

촉진시통증점수보다주관적통증점수에서통증감소효과가더있었다. 

3. 근육성 환자군과 관절성 환자군 모두에서 치료후 비 개선군에서 더 긴 병력 기간을 보 다. 교

합안정장치의치료효과는환자의병력기간과관련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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