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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alancing side occlusal contacts on temporomandibular joints (TMJ) through
sonography. In this study, 100 adults with no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 such as pain or opening disorder but with
the possibility of clicking sounds were investigated. Subjects were checked for occlusal interferences with articulating paper, and the
presence of clicking sounds with TMJ palpation and stethoscopy. Subsequently, they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status of occlusal interferences or clicking sounds for each category. The joint vibration of the subjects was recorded using joint vibration
analysis (JVA). JVA indexes (total integral, integral 300 Hz, peak amplitude, peak frequency, >300/<300 ratio, med. frequency, max.
opening) were measured and compared. All JVA indexe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nly JVA
index of > 300/< 300 ratio, med. frequenc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oup with both interference and clicking
sound. If there are balancing side interferences and clicking sounds at the same time, a larger >300/<300 ratio, med. frequency showed
that the interferences and the TMJ clicking sounds were chronic and affected the TMJ vibration.
KEY WORDS: Balancing side occlusal contact, Temporomandibular joints (TMJ) clicking sound, Joint vibration analysis (JVA)

생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Williamson [4]은

서

론

측방운동시의 양측성 교합 접촉을 보이는 경우 해당 운동
시 좌우측 측두근과 교근 네 개의 근육을 모두 활성화한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는 양

다고 하였다. Solberg 등[5]은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을 절충

측 턱관절과 근육, 여기에 분포하는 혈관 및 신경에 나타

하였는데, 교합 이상이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 시

날 수 있는 모든 문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저작근 및 악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관절의 통증, 악관절 잡음, 하악운동의 제한 등의 증상을

측두하악장애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인 악관절 잡음은

보인다. 측두하악장애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기여요인으

clicking, popping, crepitus로 분류되며, 이중 clicking sound는

로는 외상, 정서적 스트레스, 심부통증의 유입, 이상기능

동통이나 기능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병적으

활동, 교합 이상이 있다[1].

로 간주하지 않는다[6,7]. 그러나 Widmalm 등[8]에 의하면

이중 교합이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이라는 것에는 여전히

악관절 잡음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발생하고 측두하악장애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Molin 등[2]은 측두하악장애의 유

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악관절잡음이 존재하는

무와 상관없이 교합장애의 발현 빈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경우 측두하악장애의 임상적 발현 빈도가 높을 수 있다고

고 한 반면 Pullinger 등[3]은 근골격적 안정위와 치아의

보고하였다.

최대 교두간 접촉위 사이의 불일치가 관절낭 내장증의 발

clicking sound을 포함한 악관절 잡음을 측정하는 방법
에 있어 촉진 및 청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측두하악
장애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확도가 낮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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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악관절 잡음에 의한 진동이 아닌 조직의 진동을 악
관절 잡음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9]. 이러한 임상
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악관절 잡음을 측정하는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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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nsor design (A) Sonography Sensor Design. When a vibration occurs in the TMJ, it must be strong enough to create a pressure wave
that will transmit to the air in the sensor and make it to the microphone.

개발되었는데

음파촬영술(sonography)과

Table 1. Classification of each group

전자진동술

(electrovibratography)이 이에 해당한다. 음파촬영술은 악

Classification

관절 잡음이 발생할 때 생기는 악관절 자체의 진동을 측

Balancing side Clicking Number of Total number
interference sound subjects of subjects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정하는 것이 아니며, 악관절의 진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조
직의 진동을 측정한다. 반면에 전자진동술은 악관절 잡음
에 의해 발생하는 악관절 자체의 진동을 측정하고 더불어 주
변의 소음을 차단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전자진

No
No
Yes
Yes

No
Yes
No
Yes

24
17
32
17

90

동술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로는 대표적으로 Joint Vibration
Analysis (JVA) (BioResearch. Inc., Milwaukee, Wisconsin,

환자 및 모집공고에 지원한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USA)가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과 음파촬영술의 차이는 센

학생 중 측두하악장애 병력과 현재 동통 및 운동 제한과

서의 디자인 차이로 발생한다. 음파촬영술에 사용되는 센

같은 측두하악장애를 보이지 않고, 정상 개구량을 보이며,

서는 센서 안에 마이크로폰이 내장되어 있는며 마이크로

3대구치를 제외한 상실치가 없는 유치악 환자 100명을 대

폰의 빈 공간이 공기로 채워져 있는 반면 전자진동술의 센

상으로 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 전신 질환이

서는 빈 공간이 실리콘으로 채워져 있어 악관절의 진동을

있는 경우, JVA의 개폐구 운동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

그대로 전달하게 된다[10](Fig. 1).

우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진행에 앞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시험 심사

측두하악장애와 교합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
구들은 임상적 증상, 저작근의 활성 및 교합력 등을 측정

위원회의 심의(CUDHIRB 1608 036)를 거쳐 진행하였다.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악관절 잡음을 이용한 연구는

대상자들은 측방운동시의 좌우 구치부의 균형측 간섭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이미 심한 측두하악장애를 갖고

유무와 환자의 문진과 촉진에 의해 측정되는 측두하악관

있는 환자가 아닌 잠재적인 환자군에서의 교합과의 관계

절의 clicking sound의 유무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를 입증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태이다. 앞서 Widmalm 등

총 100명의 대상자 중 측방운동시 구치부 균형측 교합간

[8]이 언급한 것과 같이 clicking sound는 측두하악장애의

섭이 편측에 존재하는 경우(10명)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

발현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교합과 clicking

다(Table 1).

sound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clicking sound를 갖고 있
는 경우 측두하악장애로 진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예방법

연구 방법

으로서 교합 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케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진동술의 하나인 JVA를 이용하여

측방운동시 간섭 유무 측정

측방운동 시의 균형측 간섭과 악관절 잡음의 관계를 알아

측방운동시의 균형측 간섭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측정

보는 것이다.

에 앞서 측방운동 반복훈련을 시행하였다. 상악 중철치를
기준으로 최대교두감합위에서 좌우로 3 mm까지 운동시켰

재료 및 방법

으며 T-Scan II system (T-Scan system, TekScan Inc., Boston,
MA, USA)을 이용하여 측방운동시의 구치부 간섭 유무를

연구 대상 및 분류

판단하였다. T-Scan sensor 두께로 인한 측정 오차를 줄이

20–30대(평균 28.5세)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기 위해 교합지(AccuFilm II, Parkell Inc., Edgewood,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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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mple Joint Vibration. Middle line of JVA is the metronome (A) normal JVA Screening Trace (B) abnormal JVA Screening Trace

USA)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T-scan 측정시에 간섭이 존재
한다고 측정되었으나 측방운동시 구치부에서 교합지가 물리
지 않는 경우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악관절 잡음의 측정
JVA는 최대 개구시와 폐구시에 발생하는 측두하악관절의
진동을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측정된 진동의 파장을 증폭하
여 컴퓨터상의 프로그램(BioPAKTM, BioResearch. Inc.,
Milwaukee, Wisconsin, USA)으로 수치가 구현한다[10].
실험은 다른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험실에서 진행
하였고, 피실험자들을 편안한 상태로 의자에 앉히고 좌우
측 과두 상방에 센서를 위치시켜 JVA 측정을 진행하였다. 피

Fig. 3. Parameters were calculated within the BioPAK program.

실험자들의 최대개구량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상에 입력하
고 악관절 잡음의 측정에 앞서 개폐구 운동의 재현성을 위
해 60초간 반복적인 개폐구 운동을 연습시켰다. 폐구시에

동 중 발생하는 가장 큰 진폭을 보이는 지점을 선택하였

는 치아의 접촉음이 확실히 발생하도록 연습시켰다. 일정

다(Fig. 2).

한 개폐구 운동을 위해 컴퓨터 모니터상의 개폐구 운동 동

각각의 수치는 좌/우 진동 중 mirror image와 >300/<300

영상 및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 1.5초당 1회 운동의 빈도로

ratio를 고려하여 원인 관절로 감별되는 쪽을 선택하였다[11].

진행하였다. 60초간의 연습 후 개폐구 운동을 중단하지 않

개폐구 운동의 4-6회째 구간에서 가장 큰 진폭을 보이는

은 채로 이어서 바로 악관절 잡음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3 지점을 선택하였고 이 3 지점에서의 평균을 이용하여 다

피실험자들은 적어도 6회 이상의 개폐구 운동을 시행하여

음 항목들을 측정하였다[12](Fig. 3).

악관절 잡음을 측정하였다.

− Total integral : 악관절 잡음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총에너지로 0에서 500 Hz 사이의 에너지의 총량을 의

JVA 분석

미한다.

개폐구시에 발생하는 잡음은 진동의 진폭으로 표현된다.

− Integral<300 Hz : 300 Hz 이하에 해당하는 에너지 총

폐구시에 발생하는 치아 접촉에 의한 진동을 제외하고 운

량으로 이 영역은 디스크의 변위 및 정복, 관절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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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영향을 받는다.

하는 total integral은 모든 그룹에서 20 Hz이하의 적은 에

− Integral>300 Hz : 300 Hz 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총

너지 총량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피실험자에서 300 Hz이

량으로 관절의 파괴적인 변화와 연관된다.

하에 집중된 에너지 분포를 보였다. >300/<300 ratio는 모

− >300/<300 ratio : 고주파수 영역 에너지에 대한 저주

두 평균 0.2 이하의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2).

파수 영역 에너지의 비율로 관절의 파괴적인 변화와

각각의 그룹 간 비교 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

연관된다.

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간섭 유무에 따

− Peak amplitude : 진폭이 가장 클 때의 진폭 값을 의

른 항목간 비교를 위해 그룹 1, 2 대 그룹 3, 4 간 비교 시

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Table 4)

− Peak frequency : 가장 높은 진폭을 가질 때의 주파수 값

clicking sound에 따른 항목간 비교를 위해 그룹 1, 3 대 그

을 의미하며 관절 및 디스크 변위의 만성화와 연관된다.

룹 2, 4 간 비교 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다만 med. frequency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

통계학적 분석

한 수준은 아니나 clicking sound가 존재하는 경우 다소 크

SPSS Ver. 20.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

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5).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그룹간의 측방운동시
에 발생하는 구치부 교합간섭과 clicking souund의 연관정

고

도를 확인하기 위해 Kruskall-Wallis test (P<0.05) 와 t-test
(P<0.05)를 사용하였다.

찰

측방운동시의 교합간섭을 포함한 교합접촉양상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존재하는데, Ogawa 등[13]은 측방운동시

결

과

작업측의 견치에서 가장 많은 교합 접촉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Song 등[14]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

악관절 잡음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총에너지를 의미

국인을 대상으로 한 Song 등의 실험은, 측방운동시 작업

Table 2. Mean (SD) vibration values of each group
Group 1
Total integral
Integral<300
Integral>300
>300/<300 ratio
Peak amplitude
Peak frequency
Med. frequency
Max. opening

12.28 ±
10.99 ±
1.33 ±
0.16 ±
1.90 ±
43.58 ±
84.29 ±
52.63 ±

4.330
3.930
1.06
0.09
1.03
15.09
36.43
5.420

Group 2

Group 3

17.83 ± 12.30
16.40 ± 11.02
1.84 ± 1.56
0.19 ± 0.08
2.05 ± 1.13
54.59 ± 28.71
99.18 ± 30.88
53.12 ± 5.010

18.96 ± 15.08
17.29 ± 13.66
1.78 ± 2.03
0.16 ± 0.10
2.38 ± 1.74
48.56 ± 19.77
89.47 ± 37.35
51.20 ± 4.740

Group 4
19.48 ±
17.16 ±
2.28 ±
0.19 ±
2.29 ±
45.18 ±
105.41 ±
52.50 ±

18.29
16.05
2.58
0.09
1.99
14.51
39.340
7.71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groups on vibration values

p-value
p-value

Total integral

Integral<300

Integral>300

>300/<300 ratio

0.507

0.427

0.325

0.411

Peak Amplitude

Peak frequency

Med. frequency

Max. opening

0.940

0.591

0.113

0.747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Kruskall-Wallis tes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roups (group 1, 3 vs group 2, 4) according to clicking sound

p-value
p-value

Total integral

Integral<300

Integral>300

>300/<300 ratio

0.093

0.100

0.283

0.922

Peak Amplitude

Peak frequency

Med. frequency

Max. opening

0.208

0.858

0.561

0.378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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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groups (group 1, 2 vs group 3, 4) according to occlusal interference

p-value
p-value

Total integral

Integral<300

Integral>300

>300/<300 ratio

0.383

0.408

0.239

0.186

Peak Amplitude

Peak frequency

Med. frequency

Max. opening

0.979

0.428

0.058

0.518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test).

측에서 견치 유도보다 군기능 유도가 더 큰 빈도를 보였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나,

으나 개개의 치아 접촉 빈도는 견치에서 34%로 가장 높은

Mohlin 등[18]은 측두하악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에서 더 많

접촉 빈도를 보이고 구치부로 갈수록 낮은 접촉빈도를 보

은 균형측 교합간섭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인다고 하였다. 피실험자의 44.8%에서 측방운동시 균형측

한국인의 교합에서 발현 빈도가 높으며 측두하악장애를 일

에서의 교합 접촉이 관찰되었으며, 작업측 및 균형측 양쪽

으킬 가능성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에서 교합접촉이 나타나는 경우는 40.2%, 오직 균형측에서

실제로 측방운동시 작업측과 더불어 균형측에서도 교합접

만 교합접촉이 관찰되는 경우는 4.6%의 비율을 보였고 균

촉이 존재하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형측에서의 치아 접촉은 주로 제 2대구치에서 관찰되었다.

Ishigaki 등[19]은 측두하악장애가 있는 경우 악관절 잡

본 실험에서 균형측에서의 교합 접촉 빈도는 약 45%로

음이 정상적인 범주의 진동을 보일지라도 정상 범주보다

Song 등[14]의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른 문

큰 진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total integral을 이용한

헌들을 살펴보면 De Laat 등[15]은 61%에서 Sadowsky 등

진단시 민감도는 75%, 특이도는 77%라고 하였으며[20]

[16]은 88-91%에서 Agerberg 등[17]은 23-25%에서 측방운

특히 초기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 시 민감도는 96.6%, 후

동시 균형측의 교합접촉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문

기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시 민감도는 91.8%의 높은 민감

들은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상당수

도를 보인다고 하였다[21]. 본 연구의 피실험자들은 일부

의 사람들에서 균형측에서의 교합 접촉이 존재한다는 것을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20 Hz이하의 낮은 total integral

의미한다. 균형측에서의 교합간섭이 측두하악관절에 부정

을 보였고 일부에서만 80 Hz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Huang

Fig. 4. JVA flow chart provided by BioResearch.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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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2]은 total integral에 있어 20 Hz를 기준으로 정상과

이며 진동이 발생한 관절에 비해 더 큰 >300/<300 ratio 값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로 구분시 그 민감도는 85.7%이며

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300 Hz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특이도는 84.6%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ioResearch.

진동의 경우 300 Hz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진동에 비해

Inc.에서 제공하는 JVA flow chart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

골전도가 더 잘 일어나며 이로 인해 300 Hz 이상의 진동

며[23] 정상의 경우 대개 20 Hz의 이하의 total integral을

이 원인관절의 반대측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보인다(Fig. 4). 피실험자들을 flow chart를 이용하여 잠정

JVA는 500 Hz 이하의 에너지를 측정하며 이를 300 Hz를

진단할 경우 모두 정상 범주에 해당했으며 80 Hz의 이상의

기준으로 에너지 총량을 산출한다. 높은 integral<300 Hz 값

total integral을 보이는 경우도 단순 eminence click에 의한 것

은 관절 원판의 과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

으로 진단되었다.

대가 더 느슨하며 관절낭이 더 큰 여성에서 남성보다 큰 수

JVA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개폐구시에 발생하는 잡음

치를 보인다[12]. 이에 반해 높은 integral>300 Hz 값은 측두

의 진폭 중 폐구시에 발생하는 치아 접촉에 의한 진동을

하악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의미한다[25]. Ishigaki 등[19]에

제외하고 운동 중 발생하는 가장 큰 진폭을 보이는 지점

의하면 정상군과 측두하악장애 병력이 있는 실험군간의 비

을 선택하였다. Radke 등[24]에 의하면 대개 개폐구 운동

교시 integral<300 Hz 값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병력이 있

의 4-6회째 구간에서 가장 큰 진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는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더 높은 Integral>300 Hz 값을 보

이를 토대로 4-6회째 구간에서 가장 큰 진폭을 보이는 3

인다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27]에서는 측두하악관절의 퇴

지점을 선택하였다.

행성 변화시 350-450 Hz의 높은 에너지를 보이는 진동이 일

Radke 등[25]은 한쪽 관절에서 발생한 진동은 반대쪽 관

어난다고 하였다. Huang 등[28]에 의하면 측두하악장애가

절에 전달되며 반대쪽 관절에서는 진동이 발생하는 관절

없는 정상군에서는 >300/<300 ratio 중앙값이 0.1인 반면 정

에서의 파장과 반대로 나타는 mirror image가 나타난다고

복성 관절원판 변위가 있는 군에서는 0.58의 높은 중앙값을

하였다(Fig. 5). Widmalm 등[26]은 진동의 전달이 하악골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0.2

을 통해 전달되고 반대쪽 관절에서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

이하의 값을 보였다. 이는 0.1 보다는 약간 큰 값을 가지나

고 진동이 나타나며 연령이나 골밀도, 골질에 따라 전달되

정상그룹에서 작은 >300/<300 ratio 값을 보인다는 많은 연

는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 반면 Radke 등[25]은 관

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19, 27, 28].

절원판의 변위의 의한 하악골의 튕김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 측방운동시 존재하는 구치부 교합간섭은

방향에 따라서도 진동이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지며 관절

측두하악관절의 병적인 음파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원판이 전후방이 아닌 좌우 측방변위 시에 더 큰 전달을

모든 피실험자들은 정상적인 파형을 보였다. Tsolka 등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29]은 측두하악장애와 교합간섭이 모두 있는 환자군에서

mirror image를 참고하여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 관절을 결

교합간섭을 제거하였으나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을 현저하

정하였으며 mirror image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300/<300

게 개선시키지는 못했다고 하였으며, Rugh 등[30]에 의하

ratio 수치를 참고하였다.

면 조기 접촉의 존재가 야간 이갈이를 증가시키지는 않았

Jung 등[11]은 명확한 mirror image를 보이지 않는 경우

다고 하였다. 즉 구치부의 조기 접촉이 반드시 근활성을

진동이 전달된 관절에서 10이하의 낮은 total integral을 보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Fig. 5. Mirror image. There is transferred vibration in right side overlapped in lower waveform of left side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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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Widmalm 등[8]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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