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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clinical treatment and prognosis of patients with the refractory 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 with mental problems. The study included 27 patients with the TMD with mental problems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outh Korea, between June 2003 and December 2016 (8 males, 19 females, mean age 40.9 years). Diagnosis of TMD
disorder was made based on history, clinical examination, RDC/TMD chart, and radiologic examination (panorama, T-M panorama,
CT, scintigraphy, MRI). RDC/TMD Axis II was used to discriminate betwee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a mental problem. The age,
sex, chief complaint, diagnosis, treatment method, duration and prognosis of the patients were analyzed and the progress of treatment
was analyzed using RDC/TMD Axis II. The number of female patients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patients (19 females, 8 males) and
the majorities (51.9%) of them were middle-aged patients (over 40 years). Treatment methods selectively included taking medications
such as analgesics and antidepressants, splint devices, physical therapy, TMJ injection, botulinum injection, trigger point anesthesia
injection, arthrocentesis, and arthroscopy. Co-treatment was done in departments of neuropsychiatry, rehabilitation medicine,
neurology, and anesthesiology, if necessary. The mean duration of treatment was 38.8 months. Improvement in prognosis was observed
in 17 cases, no difference was noted in 7 cases and the worse prognosis was observed in 3 cases. When active psychosocial support
and psychiatric treatment in addition to TMJ treatment were performed, patients with refractory TMJ disorders and mental problems
exhibited favorable prognosis.
Key Words: Temporomandibular disorder,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Psychotic disord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턱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는 저작

인성인 경우가 많고,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증상을 지속시
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질병의 결과인 부산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근, 턱관절과 주변 관련 구조들에 발생하는 임상적인 문제를 포

턱관절의 증상은 근육 문제, 외상, 미세 외상, 비정상적인 구

괄하는 근골격성 및 신경근육성 질환을 의미한다[1]. 주로 나타

강 기능습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심리학적 혹은 생리적인 요

나는 TMD 증상은 통증, 청각적인 문제, 턱기능의 불편감, 구강

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2,3]. 이 중 정

안면통증, 두통 등을 들 수 있다. 턱관절장애의 원인은 보통 다

신, 심리적인 문제가 연관된 경우에는 통증 외에도 피로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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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쾌감 등 표현하기 곤란한 다수의 증상들이 나타나며 통증

사(trigger-point injections), 레이저 치료(laser therapy), 오

의 유형은 체성통증(somatic pain)이 아니라 신경병변성 통증

존 치료(ozonytron therapy) 등이 있다. 전기요법은 직류전

(neuropathic pain) 또는 심리적인 통증(psychogenic pain)

기성자극(electrogalvanic stimulation)과 경피성신경자극

이 많다[4]. 난치성 턱관절장애환자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등이 있

면서 겪는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좌절, 공포 등에 대

으며 통증 감소, 혈류를 증가시켜 부종 감소 효과, 근경련의 완

한 개인적, 사회적인 적응 과정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

화에 도움이 된다[13]. 이온 삼투 요법은 약물 이온들의 조직장

다. 호소하는 통증에 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통

벽을 넘어 운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코티코스테로

증에 관한 biopsychosocial model을 만들어 조사하는 것이 필

이드를 이용한다. 발통점 주사 요법은 근막 통증의 치료에 효

요하다[5]. 이는 생리적인 요소와는 별개로 질병과 관련된 심리

과가 있으며 마취제에 의한 통증 감소와 함께 주사바늘에 의한

적/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것으로 1992년에 만들어진 Research

발통점의 기계적인 파괴로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Diagnostic Criter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DC/

다[14,15]. 오존 요법은 관절강 내 오존 가스가 물을 통해 거품

TMD) Axix II를 통해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6,7].

이 일고 혼합물이 관절강 사이로 직접 주입되어 관절염, 류마

턱관절장애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

티즘 등의 치료에 이용된다. 주로 쿠바, 러시아, 독일의 의사들

을 내린 후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흔히 상담치료, 약물치료, 물리

이 사용했으며 턱관절에 발생하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

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 장치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법과 교

염에 의한 이차적인 염증을 줄이고, 신생 연골 증식을 자극시키

합치료, 외과적 치료 등의 비가역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여

는 효과가 있다[16,17]. Botulinum toxin type A의 주입은 근수

기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치료가 복잡해지는 경우는

축 자극을 억제하여 저작 근육을 포함한 구강 기능성 악습관을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과 협의하여 협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에 따라 턱관절에 가해지는 과부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줄일 수 있다[18]. 관절강 내 주사요법에는 히알루론산 혹은

턱관절의 보존적인 치료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platelet-rich plasma를 주로 사용하는데, 히알루론산은 관절

져 있는데, 그 중 교합안정장치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하

강 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히알루론산은 윤활

게 사용되고 있다[8,9]. 교합안정장치는 치아의 마모와 동요

액(synovial fluid)의 탄성과 점성을 부여해 충격을 완충하는 역

를 방지하고, 균등한 치아 접촉을 부여하여 교합관계를 정상

할을 해주고 연골에서 조직 회복을 활성화 해주고 윤활, 항염증,

화시키고, 교합력을 재분산시켜 턱관절의 안정화, 저작근 통

통증완화에 도움을 준다[19,20]. 턱관절세정술(arthrocentesis)

증과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갈이와 이

은 대부분의 관절강 내의 염증성 산물 및 유발물질들을 제거하

상기능을 감소시키며 근육의 긴장도 감소에도 효과가 있

고 유착된 조직들을 유리시켜 턱관절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우

다. Clark [10]은 교합안정장치의 작용기전을 비정상 교합

수한 효과를 보이며 성공률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접촉의 해소론(occlusal disengagement theory), 교합고경

알려져 있다[21-23].

변화론(vertical dimension theory), 상하악관계 재배열론

본 연구는 난치성 턱관절장애를 가진 환자들 중 정신적 문제

(maxillomandibular realignment theory), 측두하악관절 재위

가 동반된 환자들의 임상적 치료과정 및 치료 예후를 평가하여

치론(temporomandibular joint repositioning theory), 인지론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cognitive awareness theory)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약물치료(pharmacotherapy)도 턱관절장애 치료에 효과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11]. 흔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대상 및 방법

제의 단기 투여, 비특이성 통증을 위한 항우울제와 항경련제의

200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턱관절장애 진단 하에 분

장기 투여가 효과가 좋으며, 보조적으로 근육이완제, 삼환계 항

당서울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들 중 정

우울제, 코티코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

신적인 문제가 동반된 27명의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

다[12]. 근이완제는 벤조디아제핀 혹은 싸이클로벤자프린 등이

다. 8명의 남성, 19명의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0.9세였

사용되며, 근육이완, 수면 개선에 효과가 있다.

다. 모든 환자들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나 다른 병·의원의 정

물리치료(physical therapy)도 턱관절의 보존적인 치료로 효

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었다. 턱관절장애의 진단학

과적이다. 종류로는 냉각제분사(vapocoolant spary)요법, 온

적 방법으로는 병력 청취, 임상 검사, RDC/TMD chart, 영상의

열 요법, 전기요법(electrotherapy), 초음파 치료(ultrasound),

학적 검사(파노라마, 턱관절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computed

이온삼투요법(iontophoresis), 침술(acupuncture), 발통점 주

tomography, scintigraphy,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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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다. 해당 환자들의 나이, 성별, 주소, 진단, 치료방법

지나친 걱정, 흥미 상실, 잠들기 어려움, 미래에 대한 절망감, 죽

및 기간, 예후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치료 방법으로는 진

고 싶다는 느낌, 과식, 아침 일찍 잠이 깸,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통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와 교합안정장치(splint) 치료, 레

방해 받음, 모든 것이 힘들다는 느낌, 무의미하다는 느낌, 갇혀

이저, ozonytron,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Therapy

있거나 잡혀 있다는 느낌,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

(EAST) 등의 물리치료, 관절강 주사(hyaluronic acid, steroid),
보툴리눔톡신 주사, 발통점 주사, 턱관절세정술 혹은 턱관절내
시경수술 등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시행하였다. 환자에 따라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과 협진하여 병행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재활의학과는
교통사고, 외상 등의 후유증으로 턱관절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
우에 더 심도 있는 물리치료를 위해 협진을 하였고, 턱관절 통증
과 함께 신경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하여
stellate ganglion block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치료 경과는 턱관절이나 부수적인 안면 통증, 전신통증, 두
통 등의 통증의 증감 유무, 개구제한의 개선 정도, 환자의 주관
적인 반응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Poor (증상이 악화된 경우),
Static (증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Good (증상이 개선된 경우)
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24,25].
9명의 환자에게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RDC/TMD Axis II 검
사법을 시행하였다. 검사 내용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26]
(Supplementary material; available online only).

Table 1. Graded chronic pain score
Grade

Pain score

Grade 0

No pain and TMD in past 6
months

Low disability
Grade I: low intensity

Characteristic pain intensity<50,
disability point<3

Grade II: high intensity

Characteristic pain intensity≥50,
disability point<3

High disability
Grade III: moderately limiting Disability point 3–4
(characteristic pain intensity
unrelated)
Grade IV: severely limiting

만성통증척도(Graded Chronic Pain Scale, GCPS)
Graded pain score: Grade 0 (최근 6개월간 통증 없었을 경

Disability point 5–6
(characteristic pain intensity
unrelated)

TMD, temporomandibular disorder.

우), I, II, III, IV (Table 1)
Characteristic pain intensity: RDC의 7, 8, 9 문항에 표기한

Table 2. Disability points
Disability days
(0–180)

visual analog scale (VAS) 크기의 평균×10
Disability point: Disability days (0–3)+Disability score

Disability
score (0–100)

(0-3, RDC의 11, 12, 13 문항에 표기한 VAS 크기의 평균×10)

0–6 days

0

0–29

0

(Table 2)

7–14 days

1

30–49

1

15–30 days

2

50–69

2

Over 30 days

3

Over 70

3

턱관절장애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정도(Depression
scale)

Disability point (0–6): disability days (0–3)+disability score (0–3).

환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설문지 20번 질문의 우울증 지수를
평가하는 항목(2, 5, 6, 7, 8, 9, 11, 12, 13, 14, 17, 22, 25, 26,
27, 28, 29, 30, 31, 32)에 답한 수치(0–4)를 합한 후 평균을 구

Table 3. Depression scale, nonspecific physical symptom score
Psychological distress

Normal

Moderate

Severe

하여 심도에 따라 normal, moderate, severe의 3단계로 분류

Depression scale

<0.535

0.535–1.105

≥1.105

하였다. 또한, 각 진단군에서 설문 내용의 세부적인 항목에 따른

Nonspecific physical symptom
(pain items include)

<0.500

0.500–1.000

≥1.000

Nonspecific physical symptom
(pain items exclude)

<0.428

0.428–0.857

≥0.857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Table 3). 그 항목으로는
성욕상실, 기력이 감소하거나 처진 느낌,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죽어간다는 생각, 식욕감소, 쉽게 울음, 자책감, 외로움,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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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진단군의 체성화(비특이성 신체증상)로 인한 고통
(Nonspecific physical symptom score)

상대적으로 많았다(Table 4).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만과 증상은
턱관절 통증, 두통, 턱관절 잡음, 부정교합, 개구제한, 목 및 어
깨 통증, 이갈이, 이악물기, 저작 시 불편감, 귀 통증, 전신적 통

체성화로 인한 고통은 설문지 20번 질문의 비특이성 신체증

증이나 무력감, 개구 시 S자 변위, 교근 통증 등 매우 다양한 증

상에 대한 내용 중 통증항목을 포함(1, 3, 4, 10, 15, 16, 18, 19,

상 등이 있었다(Table 5). 이 외에도 안면 비대칭, 코뼈와 입천

20, 21, 23, 24)하여 조사하였고(Table 3), 답한 수치(0-4)의 평

장이 조이는 느낌, 발열, 턱관절 부종, 치통, 불면증 등의 증상도

균을 구하여 심도에 따라 normal, moderate, severe의 3단계로

호소하였다. 진단은 관절성 병변, 근육성 병변, 복합 병변의 3가

분류하였다. 또한, 각 진단군에서 세부적인 항목에 따른 정도를

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Table 6).

조사하였으며 그 항목으로는 두통, 현기증, 흉통, 허리 뒤의 통

치료는 다른 턱관절장애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상담, 투약, 물

증, 메스꺼움, 근육통, 호흡곤란, 체온 이상, 신체감각 이상, 경

리치료, 스프린트 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인 처치만으로도 효과

부 종창감, 허약감, 무거운 느낌 등이다.

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체로 2가지 이상의 복합된 치료가
대부분이었다(Table 7). 기본적인 치료(상담, 약물치료)만 사

각 진단군의 일상 생활 중 지장을 느끼는 정도(하악 기능과
관련된 기능제한) (Functional limitation concerned to
mandible movement, FL)

용한 경우가 3증례, 기본적인 치료와 물리치료(레이저, EAST,
ozonytron 등)를 병행한 경우가 1증례, 기본적인 치료와 스프
린트 치료를 사용한 경우가 6증례 있었다. 기본적인 치료와 물
리치료, 장치치료를 병행한 경우가 7증례, 기본적인 치료와 물

설문조사 내용의 19번 문항(씹기, 마시기, 이닦기나 세수하

리치료, 스프린트 치료, 관절강 내 주사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기, 운동하기, 하품하기, 딱딱한 음식 먹기, 음식물 삼키기, 부드

4증례, 기본적인 치료와 물리치료, 스프린트 치료, 보툴리눔톡

러운 음식 먹기, 말하기, 미소 짓기나 웃기, 평상시 얼굴 표정 짓

신 주입을 시행한 경우가 1증례, 기본적인 치료, 물리치료, 스

기)에서 각 항목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지 여부를 조사하였

프린트 치료, 발통점 주사를 시행한 경우가 1증례, 기본적인 치

다. 환자들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였으며 그 정도는 조사하

료, 물리치료, 스프린트 치료, 관절강 내 주사, 보툴리눔톡신 치

지 않았다.

료를 병행한 경우가 3증례, 기본적인 치료, 물리치료, 스프린트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

치료, 관절강 내 주사, 보툴리눔톡신 치료, 턱관절 내시경 수술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B-1802450-101)하에 시행되었다.
Table 5. Types of symptoms and complaints

결 과

Type

27명의 연구 대상 환자들의 평균 관찰 기간은 38.8개월 이었
다. 여성 환자가 19명(70.4%)으로 남성환자인 8명(29.6%)보다
많았으며, 40세 이상의 중장년 층의 환자들의 비율이 51.9%로

Table 4. Distribution of age and sex

Number

TMJ pain

16

Headache

16

TMJ noise

13

Malocclusion

7

Mouth opening limitation

7

Pain of neck or shoulder

4

Bruxism or clenching

4

Age (y)

Male

Female

Total

10–19

1

1

2

Discomfort of mastication

3

20–29

2

2

4

Pain in ear

3

30–39

3

4

7

Systemic pain or fatigue

3

40–49

2

3

5

S-deviation in mouth opening

2

≥50

0

9

9

Pain of masseter muscle

2

Total

8

19

27

Others

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TMJ, temporomandibula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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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ogress of treatment

Table 6. Distribution of diagnosis
Diagnosis

Number

Percentage

Progress

Arthrogenous group

12

44.4

Poor

3

11.1

Myogenous group

6

22.2

Static

7

25.9

Combined group

9

33.3

Good

17

63.0

27

100

Total

27

100

Total

Number

Percentage

Table 9. The number of Co-treatment

Table 7. Distribution of treatment types
Number

Progress

Co-treatment

OMFS

A

3

Poor

1 (6.2)

2 (18.2)

A+B

1

Static

5 (31.3)

2 (18.2)

A+C

6

Good

10 (62.5)

7 (63.6)

A+B+C

7

Total

16 (100)

11 (100)

A+B+C+D

4

A+B+C+E

1

A+B+C+F

1

A+B+C+D+E

3

A+B+C+D+E+G

1

Treatment

A: basic therapy (counseling+medication), B: physical therapy (laser,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Therapy, ozonytron), C: splint, D:
joint injection, E: Botulinum toxin type A injection, F: trigger point
injection, G: arthroscopy.

을 시행한 경우가 1증례 있었다. 치료 경과는 증상이 개선된 경
우가 17명(63.0%)을 보였고, 나머지 10명(37.0%)은 개선이 되
지 않았거나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Table 8).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 협진을 의뢰를 요청
한 비율은 59.3% (16/27명)였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만 진료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o-treatment: treatment with dental clinic and other departments.
OMFS: only treatment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Table 10. Analysis of RDC/TMD Axis II
RDC/TMD

Scale

1

Grade 3.4 (grade 0–IV)

2

Severe 5, moderate 3, normal 1

3

Severe 6, moderate 3

4

Severe 3, moderate 4, normal 2

5

0.61 (0–1)

1: graded chronic pain scale (GCPS), 2: depression scale (D), 3: nonspecific physical symptoms: somatization score, pain items included
(NPSI), 4: nonspecific physical symptoms: somatization score, pain
items excluded (NPSE), 5: functional limitation concerned to mandible movement (FL).

를 받은 환자들과 타과 협진을 받은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좋은
예후를 보인 환자들 중 58.8% (10/17명)가 협진을 받은 환자였
다(Table 9). 9명의 환자에게서 RDC/TMD Axis II를 분석하였

고 찰

다(Table 10). 1) GCPS는 grade 0에서 IV 중에 평균 grade 3.4

턱관절장애 환자들 중에 정신적 인자가 증상에 깊게 관여하

로 나왔고, 2) Depression scale (D)는 severe한 경우가 5명,

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트레스, 걱정, 불안과 관련된 심리적인

moderate한 경우가 3명, normal한 경우가 1명으로 나왔다. 3)

장애는 구강안면의 parafunctional activity를 촉진하여 턱관절

Nonspecific physical symptoms: somatization score, pain

장애를 발현시키거나 심화 시킬 수 있다. 대개 불안, 긴장, 강박

items included는 severe한 경우가 6명, moderate한 경우가 3

증, 우울증, 신경증, 심기증, 신체화증상 등의 경향을 보이는 것

명 있었고, 4) Nonspecific physical symptoms: somatization

으로 알려져 있는데, Schwartz 등[27]은 정서적 갈등과 신체화

score, pain items excluded는 severe한 경우가 3명, moderate

증상을 보고한 바 있다. Celic 등[28]은 턱관절장애 환자에서 우

한 경우가 4명, normal이 2명 있었다. 5) FL은 0에서 1점 중 평

울 척도, 신체화 척도가 상승되어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균 0.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정신적 질환을 가진 턱관절 환자들은 매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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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상들을 호소하였고, 치료는 보다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였

이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정신적 질환을

으며, 치료 경과도 비교적 불량한 경우가 많았다.

가진 환자들 및 턱관절장애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서

본 연구에서의 턱관절 치료는 기본적인 상담과 약물치료, 장
치치료와 더불어, 온찜질, 냉각요법, 레이저 치료, ozonytron,

타 진료과와 상호 협력하는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AST 등의 물리치료를 많이 활용 했다. 27명의 환자들 중에서

정신적 문제가 개입된 난치성 턱관절장애 환자들은 복잡하고

17명의 환자들에게 보존적인 처치만으로 턱관절 치료를 시행하

다양한 임상 증상들을 호소한다. RDC/TMD 설문, 병력 청취,

였고, 대부분 2가지 이상의 복합된 치료가 이루어졌다. 보존적

세심한 진찰을 통해 현재 턱관절 상태를 감별 진단해야 하며, 다

인 처치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양한 임상증상들을 철저히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 협진을 의뢰

보존적인 턱관절 치료들을 시행하는 것이 대체로 좋은 예후를

하여 병행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효과가 없거나, 그 이상

보여준다. 보존적인 턱관절 치료만으로 호전이 없거나, 더 효과

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비가역적인 치

적인 턱관절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

료가 이루어졌다. 비가역적 치료는 관절강 내에 스테로이드나

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에 적극적인 협진을 의뢰하여 병행 치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주입을 한 경우는 7명, 보툴리눔

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턱관절의 비가

톡신을 저작근 및 측두근에 주입한 경우는 5명, 발통점 주사는

역적인 치료는 그 이후에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

1명, 관절강내시경을 이용한 세정술을 시행한 환자는 1명이었

다.

다. 대체로 보존적인 턱관절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63%의 환자에게서 좋은 예후를 보
였으며 본원에 내원하는 일반적인 턱관절장애를 가진 환자들과
비교하면 다소 예후가 불량했다. 이는 정신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들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협조도가 낮을뿐더러, 정신적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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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척도, 비특이성 신체 증상 척도에서도 마찬가지로 severe 하
다고 응답한 환자가 많았다. 하악 기능과 관련된 기능제한 점수
도 0.6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신적 문제가 개입되면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반응도 일반 턱관절 환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Manfredini 등[30]은 턱관절장애 환자들에서 통증과 정신, 심
리적인 요소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이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막성 통증과 턱관절 통증에
대하여 더욱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과와 함께 협진한 환자와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만 진행한 환
자들의 치료 경과에서 특별한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구강악안
면외과 진료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관련된 의과 협진을
시행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반대로 정신건강의학
과나 신경과 치료 중인 환자들 중 턱관절장애 증상이 존재할 경
우 치과로 의뢰되어 협진하면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전반적인 환자의 수가 적어 통계적인 검증을 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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