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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35

36 측두하악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는
TMD)는

측두하악관절

37(temporomandibular joint, TMJ)에
TMJ)에 저작근육과 주변 연부조직 등에 근골격성 통증과 기능장애가 동
38반된 상태를 이야기 한다.
33%가 TMD를
TMD를 겪었고,
한다.1,2) 성인 인구 중 약 33%가
겪었고, 임상적으로는 인구의 40 ~
3970%가
70%가 TMD 증상이 있다.
TMD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징후나 증상이 나타난다.
있다.3,4) TMD는
나타난다. 일차적인 증상
40으로는 개구시 관절 제한과 함께 소리가 나며,
나며, 근육통을 포함한 통증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이차적인 증상으로
41는 목,
TMD는 주로 치통을 동반하지 않은 안면구강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며,
목, 귀, 두통까지 야기한다.
야기한다.5) TMD는
나타나며,
42통증의 원인 및 임상 결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심리적 원인을 포함하여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43있다.
있다.6) 다양한 원인 중 근골격계 또는 근막통증 기능장애에 의한 원인이 주로 발견 되고 있다.
있다.7) 근골계
44기능장애는 이악물기,
이악물기, 이 갈이,
갈이, 그리고 만성적 껌 씹기 행동은 측두근과 저작근에 근막통증 증후군,
증후군, 관
45절염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된다.8) 이러한 증상 때문에 만성 TMD 환자는 우울 증상
46이나 수면장애와 함께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
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 시키
47며,9) TMD가
TMD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추세이다.10)
48 많은 연구자들이 TMD의
TMD의 초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있으며, 가역적 비침습적인 방법에 주된 연
49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있다.11) 비침습적인 방법에는 환자교육,
환자교육, 약리적 통증관리 그리고 초음파,
초음파, 경피신경
50전기자극(Transcutaneous
전기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온열치료,
온열치료, 마사지 등이 사용 되고
51있다.
있다.12,13)
52 TENS는
TENS는 일반적으로 TMD환자에게
TMD환자에게 자주 사용되는 중재 방법이며,
방법이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이
53며 안전한 비침습적 통증완화 방법이다.
TENS는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류가 가해져 근육
방법이다.14,15) TENS는
54이완과 통증 과민성을 감소시키며,
TMD환자의 진통 및 경구개 제한 및 개구 관련
감소시키며,16) 선행연구에서는 TMD환자의
55근육의 활성도에 효과를 보였다.
보였다.17)
56 최근 TMD 치료에 TENS와
TENS와 함께 저출력레이저(low-level
LLL)치료가 진통,
저출력레이저(low-level laser, LLL)치료가
진통, 재생 및 항염작
18)
57용에 대한 효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LLL는
LLL는 주로 적외선 파장에서 다른 방사선양을 포함한 방
있다 18)

58법으로 근골격계 장애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있으며,19) TMD 환자에게 최대 개구량과 통증
59및 씹기장애에 대한 효과가 검증 되었다.
되었다 20,21)
60그러나 TMD의
TMD의 치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진 가운데 접근이 편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알아
61보기란 쉽지 않다.
TENS와 LLL중
LLL중 더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ENS와
62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TMD를
TMD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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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64

연구대상

1.

65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G대학에 재학 중인 TMD 증상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TMD
66치료 시 턱관절 기능과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이다.
연구이다.
67대상자 선정을 위해 미국 구강안면통증학회(American
AAOP)의 TMD
구강안면통증학회(American Academy of Orofacial Pain, AAOP)의
68를 위한 간이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이용하였다.22) 입을 벌릴 때 좌,
좌, 우측 TMJ 촉진으로 발생하는 통증여부가 있는
69성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TMD증상
선정하였다.23) 양성응답 문항 수에 따라 증상의 심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TMD증상
70의 위험도는 양성응답문항의 개수를 합산한 개수를 통하여 경도(1
개 이상),
개), 심도(4
개
경도(1개
이상), 중등도(2-3
중등도(2-3개
심도(4개
71이상)
10개 항목을 통해 대상자가 문답 중 한 가지라도 양성응답 시
이상)로 구분할 수 있다.
있다. 증상을 묻는 10개
72TMD로
TMD로 판단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도의 증상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하였다. 선정된
73대상자 30명은
30명은 치료프로그램에 따라 두군으로 각각 15명씩
15명씩 분류하였고,
분류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74다음과 같다(Table
같다(Table 1)
75
76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77(N=30)
LLL group(n1=15)

78.
79

TENS group(n2=15)
20.13(2.09)

t/2(p)

Age(yr)

22.13(1.81)a

Gender(Male/Female)

8/7

7/8

0.133(0.715)

Heigh(Cm)

171.13(8.28)

164.60(10.04)

1.94(0.062)

Weight(Kg)

60.60(8.89)

58.60(12.84)

0.496(0.624)

AAOP(point)

1.47(0.92)

1.40(0.83)

0.209(0.836)

1.964(0.0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 AAOP: American Academy of Orofacial Pain, LLL: Low-level laser;
TENS(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2.

연구설계

80본 연구는 선정된 30명의
30명의 대상자를 임의 배분하여 2군으로 나누었다.
LLL를 적용하는 실험군 15명
15명,
나누었다. LLL를
81TENS를
TENS를 적용하는 실험군 15명으로
15명으로 중재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TMJ의
실시하였다. TMJ의
82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구개량을 측정하였고,
측정하였고, 통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깨물근과 목빗근의 압
83통역치를 측정하였다.
LLL치료를 15분간
15분간 적용한 군,
측정하였다. 통증이 있는 깨물근과 목빗근 측에 LLL치료를
군, 마찬가지로
84통증이 있는 깨물근과 목빗근 측에 TENS를
TENS를 적용한 군으로 나누어 실시 하였다.
하였다. 치료 프로그램으로 각
85군은 총 4주 동안 주 3회 중재를 적용한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시하였다.
86
87

3.

중재 방법

881) 저출력레이저 치료(low-level
치료(low-level laser, LLL)
89머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치료대에 대상자를 눕힌 후 시행한다.
시행한다. 저출력 레이저도구는 Laserneedle
90Touch(Laserneedle GmbH, Germany)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출력 40㎽
40㎽, 투과적,
투과적, 부착식으로 주 3

91회씩 4주간 각각 15분
15분 씩 적용하였다.
적용하였다. 부착 부위는 깨물근과 목빗근으로,
목빗근으로, 깨물근은 광대활과 아래턱
92뼈 사이에 넓게 연결된 부위,
부위, 목빗근은 관자뼈 꼭지돌기에 적용하였다.
적용하였다.
93
942)경피신경
2)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TENS
전기자극치료(TENS Therapy)
95TENS는
TENS는 머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치료대에 대상자를 눕힌 후 시행한다.
TENS는 Intelect Advanced
시행한다. TENS는
96Color Cambo with EMG(KOASTRON, USA)를
USA)를 사용하여 주 3회씩 4주간 각각 15분
15분 씩 적용하였다.
적용하였다.
9724) 패드의 크기는 20×20㎜로
20×20㎜로 주파수는 4㎐ 강도는 피험자의 근육수축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느끼기
98전까지 진폭을 조절한 상태에서 적용하였다.
적용하였다.25)
99전극의 위치는 대상자의 통증부위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중채널 배치법을 이용하였다.
이용하였다. 또한
100각 패드의 활성전극과 비활성전극은 일측배치법으로 통증이 있는쪽 목빗근,
목빗근, 깨물근의 이는곳,
이는곳, 닿는곳
101에만 부착하였다26).
102
103

4.

측정도구

1041) 개구량 측정
105본 연구에서는 TMJ 최대개구범위를 TRMS를
TRMS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TRMS는 TMD 환자의 자체 진단
하였다. TRMS는
106을 위해 만들어졌고,
0.92의 높은 신뢰도를 가진 'Gold-standard' 등급 측
만들어졌고, 더불어 환자 측정신뢰도r=
측정신뢰도r= 0.92의
107정 도구이다.
도구이다.27) 대상자가 편안히 누운 자세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통증이 없는 범위내의 최대개구를
108㎜자를 이용하여 위,
위, 아래 치아의 정중열 사이 간격으로 3회 반복 측정하여 중간값을 기록하였다.
기록하였다. 정
109상적으로 입을 벌리는 범위는 40∼50㎜
40∼50㎜ 이다.
이다.28)
110
1112) 압통역치 측정
112본 연구에서는 압력통각계를 이용하여 압통역치를 측정하였다.
측정하였다. 의 연구에서는 측정된 압통역치의 검
113사 신뢰도(r=.85)
가 매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신뢰도(r=.85)가
보고하였다. 통증 측정도구는Commander
측정도구는Commander Algometer
114TM(J-TECH, USA)를
USA)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측두하악관절 통증을 호소한 쪽의 통증유발점에서 압통역치
115를 각각 측정하였다.
1lb/sec의 일정한 속도
측정하였다. 측정기를 목빗근,
목빗근, 깨물근의 압통점 부위에 수직으로 대고 1lb/sec의
116로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 “아” 하는 신호음을 내도록 하여 그 순간의 가해진
117압력을 압통역치로 측정하였다(Figure
측정하였다(Figure 1). 평가 결과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1분 간격으로 3회 평가
118한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얻은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용하였다. 각 측정 사이에는 감각적응을 방지하기 위
119하여 10분
10분 간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0.99로 나타났다.
하였다. 측정자 내 신뢰도r
신뢰도r= 0.99로
나타났다.29)

120
121
122

Figure 1. Pressure threshold application area
5.

통계 방법

123연구의 모든 작업과 통계는 SPSS Ver. 21.0 (SPSS Inc.,Chicago, USA)을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124를 산출하였다.
test와 교차
산출하였다. 전체 대상자는 동질성 검정과 정규성 검증 방법 중Kolmogorov-Smirnov
중Kolmogorov-Smirnov test와
125분석을 이용하였으며(p>0.05),
이용하였으며(p>0.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 자료들이
126정규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모수적 검정법을 이용하여 평균값들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127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LLL와 TENS을
TENS을 적용 전․
실시하였으며, LLL와
전․후간의 유의성을 비교하기 위
128하여 대응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α=0.05로 설정 하였다.
실시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129

130

Ⅲ. 연구 결과

131TMJ의
TMJ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최대개구량을 측정하였다.
LLL그룹과 TENS 그룹에서 그룹에서 각각 유
측정하였다. LLL그룹과
132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LLL그룹이 더욱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p<0.01, 95%
보였으며(p<0.001), 그룹간에는 LLL그룹이
133CI: 1.910-7.023).
134통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압통역치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p<0.001)과
과
LLL그룹(p<0.001)
측정하였으며, 깨물근에서 LLL그룹
135TENS 그룹(p<0.05)
LLL그룹이 더욱 유의한 효
그룹(p<0.05) 각각 그룹 내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보였다. 그룹간에는 LLL그룹이
136과를 보였다(p<0.05;
(p<0.01)과
과 TENS그룹
LLL그룹(p<0.01)
TENS그룹
보였다(p<0.05; 95% CI: 0.027-0.943). 목빗근에서는 LLL그룹
137(p<0.05) 각각 그룹 내에서 각각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나,
보였으나, 그룹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지 못 했다
138(p>0.05; 95% CI: 0.027-0.943)(Table 2).
139
140Table 2. Comparison of the Mouth opening and pressure threshold
141(N=30)
LLL group(n1=15)

TENS group(n2=15)

t [95% CI]

Mouth opening(cm)
Base-line
Follow-up
t(p)
Change

33.27(2.95)
42.37(3.97)
-8.380***
9.11(3.53)

33.44(3.33)
38.09(4.24)
-5.448***
4.64(3.30)

3.10(0.53)
4.11(0.41)
-8.466***
1.01(0.46)

3.21(0.56)
3.73(0.87)
-2.762*
0.52(0.73)

-0.156

3.553 [1.910-7.023] **

Masseter pressure threshold (lb)
Base-line
Follow-up
t(p)
Change

0.576

2.185 [0.027-0.943] *

SCM pressure threshold (lb)

142

143

0.258
Base-line
3.23(0.86)
3.68(1.23)
Follow-up
4.35(0.93)
4.19(0.99)
t(p)
-4.461**
-2.269*
1.812 [-0.079-1.293]
Change
1.11(0.97)
0.51(0.8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LLL: Low-level laser; SCM: sternocleidomastoideus; TENS (Transcutaneo 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CI: Confidence interval.
*
p<0.05; **p<0.01; ***p<0.001.

IV. 고찰

144TMD는
TMD는 측두하악관절 장애는 주로 외상과 구강악습관,
구강악습관, 심리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며
145두통이나 안면통증,
안면통증, 하악 운동제한,
운동제한, 관절잡음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임상증상을 유발한다.
유발한다. 평상시에는
146잠재되어 있어 증상들을 방치하였다가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된다.30)
147전기적 양상 치료 TMD 환자 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옵션으로 작용하고 있다.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TMD
148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TENS와
TENS와 LLL중
LLL중 더욱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 하였다.
하였다.
149 최대 개구량을 측정하였을 때 LLL그룹이
LLL그룹이 TENS그룹보다
TENS그룹보다 더욱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p<0.01).
보였다(p<0.01). 그러
150나 몇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반대로TMJ
에 대한 LLL와
LLL와 TENS의
TENS의 개구량에 대한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
반대로TMJ에
151구에서 유의한 치료적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왔다.13,15) 다른 한편으로는 Nunez 등26) 연구에
152서 LLL를
를 보인 다는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LLL를 적용시 개구량이 유의한 증가(p<0.01)
증가(p<0.01)를
왔다.
153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여러가지 고려 해봤을 때 다른 연구에서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저
154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침 방식으로 접근하여 더욱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이끌어 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155LLL는
LLL는 근막통증을 해소하는데 전기적인 치료 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LLL를
효과적이며,26) Hu 등31)의 연구에서는 LLL를
156이용한 침 치료가 최대 개구량에 대한 일반 LLL를
LLL를 사용한 연구에서 평균 2mm의
2mm의 효과를 보였지만,
보였지만, 침
157형식의 LLL을
LLL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8mm의
8mm의 차이를 보였다.
보였다. 또한 침은 국소 진통 효과와 근막통증
158증후군 치료효과 적이다.
LLL방식이 TMJ 작용에 이용되는 근
적이다.32) 이 두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침형식의 LLL방식이

159육의 근막통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더욱 유의한 효과를 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이는 향후 후속연
160구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보여진다.
보여진다.
161또한,
TMD의 통증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근육의 압통 역치를 사용하여 확인하였
또한, 본 연구에서 TMD의
162다. 연구결과 깨물근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05),
보였지만(p<0.05), 목빗근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못했다. 선
163행연구를 살펴 봤을 때 Kato 등13)의 연구에서 깨물근에 촉진에 대한 통증에서 레이저치료는 유의한
164효과를 보였지만 (우측:p<0.017;
TENS는 양측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우측:p<0.017; 좌측:p<0.003)
좌측:p<0.003) TENS는
못했다.
165Hota 등33)의 연구에서는 레이저 침을 이용 후 깨물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166(p<0.01), Kat soulis 등34)의 연구에서도 레이저 침을 이용한 근막통증 관련 시각상사척도에서 16주
16주
167후 50%의
50%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LLL를 적용시 TENS보다
TENS보다 통증해소에 효과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LLL를
168적이며 깨물근의 근활성도 및 근막통증 해소로 인해 더욱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목빗
169근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TMJ에
TMJ에 관련 부분 통제하였고,
통제하였고, 목빗근과 관
170련성이 높은 전방 머리 자세나,
자세나, 둥근어깨 자세에 대한 통제를 하지못한 이유로 사료되며,
사료되며, 본 연구의 한
171계점에 해당한다고 생각 된다.
된다. 향후 추가 연구에서는 정확한 환자들 통제를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연
172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된다.
173

Ⅴ. 결론

174

175연구 측두하악관절장애의 증상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LLL와
LLL와 TENS를
TENS를 깨물근과 목빗근에 적용하였
176고 , 압통역치 알아보고자 하였다.
LLL치료가 TENS치료보다
TENS치료보다 개구량이 증가하였으며,
하였다. 연구결과 LLL치료가
증가하였으며, 깨물
177근의 압통역치가 감소하였다.
감소하였다.
178본 연구를 통해 TMD환자들의
TMD환자들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TMD로 인한 사회적 기회
것이며, TMD로
179비용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180
18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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