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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장에서는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측두하악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나머지 2가지 형태인 

만성 하악운동 제한과 성장장애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비록 이들 

장애가 전술한 다른 형태의 장애들보다 적게 발생하지만 최적 치

료와 보조 요법에 의해 치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만성 하악운동 제한
(Chronic mandibular hypomobility)

이 장애의 가장 두드러진 소견은 정상 범위로 개구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나 통증이나 진행성의 파괴적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치료 개시에 대한 결정은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하악운동이 심하게 제한되어 기능 부전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 

치료를 시작한다. 만성 운동 제한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는 보통 환자가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는 운동을 하여 염증이 발

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환자 스스로 제한된 범위 이상으로 운

동을 하거나 하악을 제한된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 발생한 외부의 

외상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염증의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적

으로 염증을 해소시킨다. 그러나 환자가 만성 하악운동 제한을 가

지고 내원하였으나 통증이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는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는 것이 종종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보조 요법은 때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최적 치료는 종종 금

기시된다.

만성 하악운동 제한은 원인에 따라 강직, 근경축 및 오훼돌기 

방해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강직(Ankylosis)

강직(ankylosis)은 관절의 비정상적 운동성 상실(immobility)

로 정의될 수 있다. 운동성을 제한하는 조직의 종류에 의해 섬유

성, 골성 2가지로 구분된다. 섬유성 강직이 가장 흔하며 과두와 

관절원판 사이 또는 관절원판과 하악와 사이에서 발생한다. 턱관

절의 골성 강직은 하악과두와 하악와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며, 따

라서 관절원판은 이미 상실되어 있다. 골성 강직은 드물며, 섬유

성 강직에 비해 더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그림 14-1). 

섬유성 강직과 골성 강직의 원인과 치료법이 유사하므로 함께 기

술하고자 한다.

원인(Etiology)

강직의 주요 원인은 거대외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된 혈관

절증(관절내 출혈)이다.1-4 섬유성 강직은 지속적인 관절의 유착상

태로 나타나며, 관절운동을 점차적으로 그러나 상당히 제한한다

(제13장 참조). 만성 염증은 이 장애를 더욱 악화시켜 더 많은 섬

유조직을 형성하며, 이러한 변화가 골조직을 침범할 경우 골성 강

직이 된다. 

병력(History)

환자는 무통성 개구제한을 호소하며, 이 상태를 이미 장기간 알면

서 지내고 있으므로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임상적 특징(Clinical characteristics)

대부분의 강직에서 과두는 여전히 회전할 수 있으나 관절원판

의 하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악간 절치부 거

리가 약 25mm 정도일 때까지 개구할 수 있다. 임상검사에서 이

환측으로의 측방 운동은 정상이나 비이환측으로의 측방 운동은 

제한된다(그림 14-2). 개구운동 중 개구로는 이환측으로 편향된

다. 촉진에서 하악과두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으며 방사선사진에

도 나타나지 않는다. 골성 강직은 일반 방사선사진이나 컴퓨터단

층영상(cone beam CT)에서 볼 수 있다.

최적 치료(Definitive treatment)

비록 제한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하악운동이 가능하므로 최적 치

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능 부전이 있거나 운동 제

한이 매우 심하면 수술만이 유일한 최적 치료이다.5 관절경 수술

(arthroscopic surgery)은 가장 비침습적인 수술 방법으로 우선

적으로 고려되나, 많은 강직 관절이 관절경 수술로 해소되기에는 

곤란할 정도로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수술법을 고려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2,4,6-11 외과적 수술이 적응증이 되는 경우 거

상근이 근정지성 경축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강직을 

해결한 뒤에 적절히 치료한다.

만성 하악운동 제한과 성장장애의 치료
Treatment of Chronic Mandibular Hypomobility and Growth Disorders

“드물기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것.” —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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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A, 좌측 TMJ 섬유성 강직으로 인한 2차적으로 발생한 개구제한. B, 환자의 최대 개구량은 이환측으로 변위를 보이면서 20mm 이내의 개구량을 보

이고 있다. C, 파노라마영상은 좌측 TMJ에 섬유성 강직을 보여 준다. 

그림 14-1. A, 골성 강직. 관절 구조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치밀골이 보인다. B, 3세 소아에서 완전한 골성 강직을 보여 주는 3차원으로 재구성된 컴퓨터단층

영상. (Courtesy Dr. J. Van Sickles,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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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요법(Supportive therapy)

강직은 대개 증상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보조 요법이 필요하지

는 않다. 그러나 만약 외상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 이상으로 하악

운동을 하는 경우 조직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통증과 염

증이 나타나면 무통성 범위 내에서 수의적 운동 제한이 포함된 보

조 요법이 필요하다. 심부열 요법과 함께 진통제도 사용될 수 있다.

관절낭 섬유화(Capsular fibrosis)

섬유성 변화와 관련된 하악운동 제한의 또 다른 원인은 관절낭

의 섬유화이다. 측두하악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인대는 정상적 

관절운동을 제한하는 데 부분적으로 관여하여 만약 관절낭이 섬

유화되면 낭조직은 뻣뻣해지며 움직임이 더욱 제한된다. 이들 조

직의 섬유화에 의해 관절낭내 하악과두의 운동 역시 제한되며 만

성 하악운동 제한이 초래된다. 관절낭의 섬유화는 대개 염증성으

로 주위 조직의 염증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종

종 외상에 의해 초래된다. 외상은 외부적 힘(예: 안면 가격), 수술

이나 구강악습관(abuse of the jaw)과 관련된 내부적 힘에 의할 

수 있다.

최적 치료(definitive treatment). 관절낭 섬유화는 다음 2가지 

점에서 최적 치료가 거의 금기시된다. 첫째, 관절낭 섬유화는 하

악의 한계운동만을 제한하고 기능운동은 침해하지 않는다. 둘째, 

조직의 변화가 섬유성이기 때문에 처치가 시행된다면 수술이다. 

그러나 수술 역시 운동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이므

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수술이 치유 과정 중 섬유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운동 제한이 기능적 문제일 때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초

음파는 조직에 심부열을 제공하고 조직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는 비교적 손상이 없어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성보다는 급성 운동 제한에 더 효과적이다. 

보조 요법(supportive therapy). 관절낭 섬유화는 일반적으로 

무증상이므로 보조 요법은 필요하지 않다. 때때로 외상 등에 의해 

관절낭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힘이 하악에 가해지는 경우 증상

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외상을 받은 조직의 염증반

응에 기인한 것으로 관절낭염(capsulitis)에서 시행하는 보조 요

법으로 치료한다.

근경축(Muscle contracture)

경축이란 근육의 무통성 단축(painless shortening)을 의미한

다. 경축에는 근정지성(myostatic)과 근섬유성(myofibrotic)의 2

가지 형태가 있다. 거상근의 경축은 만성 하악운동 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

근정지성 경축(Myostatic contracture)

원인(etiology). 근정지성 경축은 근육이 장기간에 걸쳐 완전히 

신장되지 못하였던 경우 발생한다. 개구제한은 근육 전체 길이로 

신장하지 못하여 통증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근정지성 경축은 종종 다른 장애에 따른 속발성인 경우가 많다. 

근육 전체 길이로 신장되는 것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이를 유지

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체 길이로 신장하는 동안 

골지건(Golgi tendon)이 자극받아 근방추에 이완하도록 자극을 

유입시켜 근육의 기능적 길이를 확립시킨다. 이것은 하품이 거상

근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만약 하악이 골절되어 6~8주간 상하악 악간고정을 시행하였다

면 거상근은 전체 길이로 개구할 수 없으며, 이것은 거상근 경축

의 흔한 원인이 된다. 골절이 치유되고 악간고정을 제거하면 정상 

개구량 40mm 이상으로 바로 개구할 수 없고 단지 15~20mm 

개구량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부드럽게 개구운동을 시행

한다면 점차적으로 정상 개구량으로 개구할 수 있다. 이것은 근육

의 신장이나 수동적 신장으로 얻을 수 있다.

근육이 전체 길이로 신장 시에 골지건은 자극되고 근방추에 되

먹임 기전을 자극하여 더욱 더 근육이 신장되도록 한다. 이것은 

역신장 반사(inverse stretch reflex)로 알려져 있고, 모든 근골

격계에서 나타난다(제2장 참조). 이 술식은 근정지성 경축의 최적 

치료에 기본이 되고 추후에 더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근정지성 경축을 유발하는 또 다른 임상 상태는 환자가 전방위

치장치를 지속적으로 장착한 경우이다. 전방위치장치를 장착하면 

외측 익돌근 하두가 완전히 신장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근

정지성 경축은 과두가 근골격 안정위(musculoskeletally stable 

position)로 즉시 되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 상태

에서 환자가 장치를 탈거하면 후방 구치가 이개된다(구치부 개교). 

전방위치장치를 하루 24시간 장착하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부작

용이다. 그러나 이 장치를 시간제(part time)로 장착하게 되면 근

육이 완전히 신장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구치부 개교의 양상은 드

물게 일어난다. 

병력(history). 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하악운동 제한이 있었는

데, 이러한 하악운동 제한은 지금은 해소된 통증의 2차적 반응일 

수 있다. 

임상적 특징(clinical characteristics). 근정지성 경축에서는 이

환된 근육에 따라 무통성 개구제한이나 기타 다른 하악 움직임 

제한이 특징이다. 

최적 치료(definitive treatment). 경축을 유발하는 초기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 원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치료

를 시작하기 전에 제거하여야 효과적이다. 일단 원인요소를 제거하

고 난 후 근육을 점차적으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최적 치료를 시

행한다. 이러한 신장은 근육의 원래 안정 길이(resting length)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수주에 걸쳐 천천히 시행되며, 만약 통증이 

나타나면 보호성 상호수축이 일어나 치료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근육의 안정 길이는 2가지 형태의 운동 연습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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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복될 수 있는데 수동적 신장운동(passive stretching)과 

개구저항운동(resistant opening exercise)이 여기에 속한다.

수동적 신장운동(passive stretching). 거상근의 수동적 신장

운동이란 환자가 최대로 개구한 후 그 상태에서 개구제한 범위

를 넘어서는 부드러운 신장을 시행하는 것이다. 신장운동은 근육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통증이나 염증반응을 유발하지 않도

록 부드럽고 짧게 실시한다.12,13 종종 환자의 상하악 중절치 사이

에 술자의 손가락을 위치시키고 환자가 이완되었을 때 신장운동

을 실시한다(그림 14-3). 이러한 신장운동은 골지건을 반사적으로 

흥분시켜 근방추가 근육을 이완시키도록 한다. 근육이 과신장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동적 신장은 하루에 5~6회 시행하도

록 한다. 신장은 1~2초간 유지하여 4회 반복하도록 하며, 근육에 

과도한 힘을 주어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과

도하게 적용된 힘은 신장되는 근조직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회복

을 방해한다. 운동은 수일 내지 수주 내에 결과를 바로 보이지 않

으며, 일정 기간 이상 운동을 계속하도록 환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개구저항운동(resistant-opening exercises). 개구저항운동

에서는 거상근의 이완을 얻기 위하여 신경반사계(neurologic 

reflex system)를 이용한다. 하악의 거상근과 개구근은 상호성

(reciprocal) 억제에 의해 기능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악

이 거상되기 위해서는 거상근이 수축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수

축되는 길이만큼 개구근은 이완되어야 한다. 신경학적 신장반사

(neurologic stretch reflex)가 이러한 작용의 조절에 도움이 된

다. 만약 국소근통증(local muscle soreness)이 이들 근육 중 어

느 한 근육에 있을 때 그 근육의 완전한 신장은 어렵게 된다. 신

경학적 되먹임(feedback)이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길항근에 가벼운 수축을 유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거상근이 

적절하게 이완되지 못한 경우 개구저항에 대해 나타나는 개구근

의 수축이 거상근을 이완시키는 되먹임 기전을 유발시킨다. 이러

한 현상을 반사성 이완(reflex relaxation)이라고 한다.14

개구저항운동은 환자의 턱 밑에 손가락을 위치시킨 후 저항을 

가하면서 개구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14-4). 개구저항운동을 

하루에 2~3회, 매회 10번씩 반복한다. 손가락으로 가하는 저항력

은 부드러워야 하며 통증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거상근의 수동적 

신장운동은 저항운동의 시작 전과 직후에 실시한다. 측방 운동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측방 저항운동이 시행될 수

그림 14-3 수동적 신장운동. 하악을 제한된 범위까지 개구하여 손가락을 절

치 사이에 위치시킨 후 순간적으로 부드러운 힘을 가하여 거상근을 신장시킨

다. 이때 신장운동으로 통증이 유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14-4. 개구저항운동. 손가락 힘에 저항하여 개구한다.

그림 14-5. 측방 저항운동. 손가락 힘에 저항하여 측방 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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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자주 적용되지는 않는다(그림 14-5).

수동적 저항운동이 하악운동 제한을 가진 환자에게 적절히 시

행되면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통증이든지간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조직의 염증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술자

는 환자가 힘을 줄이고 때로는 운동 횟수도 줄여 운동하도록 한

다. 치료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다시 인

식시켜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보조 요법(supportive therapy). 최적 치료가 증상을 유발시키

지 않기 때문에 보조 요법은 근정지성 경축이나 만성 하악운동 제

한의 치료에 거의 소용이 없다. 그러나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

가 도움이 되며, 또한 운동요법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투열과 초

음파요법도 도움이 된다.

근섬유성 경축(Myofibrotic contracture)

원인(etiology).  근섬유성 경축은 근육이나 근초(muscle 

sheaths) 내 조직의 과도한 유착으로 발생되며, 섬유성 조직유착

은 근섬유의 활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근육이 완전히 신장되지 못

하게 한다. 대개 근염이나 근육외상에 뒤이어 나타난다.

병력(history). 병력으로 이전의 근육 손상이나 장기간의 운동 

제한이 있으나 통증은 없다. 환자는 장기간 개구제한이 있었기 때

문에 그것이 개구제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임상적 특징(clinical characteristics). 근섬유성 경축은 무통성 

개구제한이 특징이며 과두의 측방 운동은 정상이다. 진단이 곤란

할 경우 방사선사진상 과두운동 제한과 임상적 정상 측방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성 부정교합은 없다. 

최적 치료(definitive treatment). 근섬유성 경축에서 근조직이 

이완될 수는 있으나 신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근섬유성 경축

은 영구적이다. 지속적 탄력 견인(elastic traction)에 의해 미약

하게 신장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근육의 길이 성장(elongation of 

the muscle)에 의한 것으로 서서히 나타나며, 근조직의 건강과 

적응성에 따라 결정된다.12 일반적으로 최적 치료는 이환된 근육

을 외과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만약 외과적 처치가 적응증이 되

는 경우 정상적인 다른 근육의 기능도 만성적으로 제한되어 있으

며, 근육 자체도 근정지성 경축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

의해야 한다. 일단 근섬유성 경축이 외과적으로 해소되면 해당 

근육과 나머지 거상근에 대한 처치를 시작한다. 외과적으로 분리

된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재부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운동 범위가 수동적 운동(passive exercise)으로 유

지될 수 있으면 운동 제한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보조 요법(supportive therapy). 근섬유성 경축은 거의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보조 요법은 필요하지 않다. 증상이 나타날 경

우에는 근정지성 경축에서 시행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처치가 요

구된다.

NOTE: 근경축이 근정지성인지 근섬유성인지를 병력조사와 진찰을 통해 결정

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우에서 진단의 열쇠는 치료 결과에 있

다. 치료로 근 길이가 회복되었다면 근정지성 경축으로 인정되며, 만약 치료가 

근 길이의 증가 없이 반복된 증상만을 나타낸다면 근섬유성 경축에 해당된다.

오훼돌기 방해(Coronoid impedance)

개구운동 중 하악의 오훼돌기는 관골궁과 상악의 외측면 사이

를 전하방으로 통과한다. 만약 이 운동로에 방해가 있을 경우 오

훼돌기는 부드럽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완전한 개구가 불가능해

진다.

원인(Etiology)

오훼돌기 방해는 보통 돌기의 신장(그림 14-6)이나 섬유성 조직

그림 14-6. A, 과도하게 길어진 오훼돌기. 이러한 오훼돌기는 하악운동을 제한하여 만성 운동 제한(chronic hypomobility)을 초래한다. B, 3차원으로 재구성된 

컴퓨터단층영상. 개구운동을 방해하는 매우 긴 오훼돌기(화살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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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투에 의해 나타난다.15-19 이러한 변화가 만성적으로 진행되

기 때문에 대개 통증은 없으며, 통증이 없기 때문에 오훼돌기 방

해는 운동 제한장애(hypomobility disorder)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오훼돌기의 신장20,21은 만성적 측두근 활성 과다(측두근이 

오훼돌기에 부착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로 초래할 수 있으며, 관절

원판 변위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22

둘째, 조직의 섬유화는 외상이나 이전의 감염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18 오훼돌기의 전방과 하방 조직이 섬유화되면 오훼돌기는 상

악골과 관골궁 사이를 자유롭게 활주할 수 없게 된다. 외상은 반

흔조직에 대한 수술, 하악 골절, 관골궁 결찰술로 치료된 상악 골

절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골절된 관골궁은 내측으로 변위되

어 오훼돌기 공간을 침범해 개구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

병력(History)

많은 경우의 무통성 개구제한은 외상이나 감염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오래 지속된 관절원판 전방 변위가 있다.

임상적 특징(Clinical characteristics)

하악운동은 모든 방향으로 제한을 보이며 특히 전방 운동에서 

현저하다. 어느 한쪽의 오훼돌기가 반대측보다 운동성이 크지 않

는 한 개구로는 보통 직선인데, 만약 장애가 편측성인 경우 개구

운동 중 하악은 동측으로 편향된다. 컴퓨터단층촬영이 감별진단

에 도움이 된다(그림 14-6B).23,24

최적 치료(Definitive treatment)

오훼돌기 방해의 최적 치료는 원인을 제공하는 조직을 변형시키

는 것이다. 때때로 초음파치료 후의 부드러운 수동적 신장이 해당 

구조물을 가동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진정한 최적 치료는 원인이 

무엇이든 방해되는 조직을 제거하거나 오훼돌기를 짧게 하는 외과

적 수술이다(그림 14-7).25-28 오훼돌기 방해는 일반적으로 통증

이 없으므로 침습적인 수술이 시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술은 정

작 해소하여야 할 조직의 섬유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능이 심

하게 손상된 경우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 요법(Supportive therapy)

오훼돌기 방해는 정상적인 경우 증상이 없으므로 보조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하악에 개구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힘이 가

해지는 경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 증상은 외상을 입은 

조직의 염증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염증이 있게 되면 건염

(tendinitis)의 경우와 동일한 보조 요법으로 치료한다.

성장장애(Growth disorders)
저작계의 성장장애는 이환된 조직에 따라 크게 골격장애, 근육

장애의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선천성 및 발육성 골격장애(Congenital and  

developmental bone disorders)

일반적으로 골격의 성장장애에는 무성장(agenesis, no 

growth), 성장 부전(hypoplasia, insufficient growth), 성장 

과다(증식, hyperplasia, too much growth) 및 종양(신생물, 

neoplasia, uncontrolled, destructive growth) 등이 있다.

원인(Etiology)

골 성장장애의 원인은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다. 많은 경우에

서 외상이 기여요인으로, 특히 청소년에서 과두의 형성 부전을 초

래하여 하악이 비대칭적으로 성장하거나 편위되게 한다(그림 14-

그림 14-7. 오훼돌기 방해의 최적 치료는 오훼돌기를 외과적으로 잘라 내는 것이다. A, 술 전 CT 영상은 과도하게 길어진 오훼돌기를 보여 준다. B, 술 후 CT 

사진은 감소된 오훼돌기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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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4 이로 인해 결국 부정교합이 초래된다(그림 14-9, 14-

10).35 하악의 비대칭적 성장은 어린 나이에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앓은 경우에도 나타난다.36,37 반면 어느 경우에서는 외상38이 증

식성 반응을 야기하여 골의 과성장을 초래한다.39,40 이런 현상은 

과거의 골절 부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형성 부전 

및 형성 과다는 유전성 성장활동이나(그림 14-10, 14-11, 14-12) 

신체 내 호르몬 불균형(예: 말단비대증)과 관계가 있다(그림 14-

13). 불행하게도 종양에 관련된 여러 원인, 특히 전이(metasta-

sis)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그림 14-14).

병력(History)

골격 성장장애의 일반적인 특징은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증상이 

구조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성장장애는 대

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으며, 환자들은 구조적 변화

에 맞춰 기능을 조절하게 된다. 

임상적 특징(Clinical characteristics)

기능의 변화나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이

다. 성장장애와 관련되거나 성장장애를 암시하는 비대칭을 임상

에서 볼 수 있으며, 구조적(뼈)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단층촬영은 물론 턱관절 방사선사진이 매우 중요하다.

최적 치료(Definitive treatment)

골의 성장장애에 대한 최적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시행해

야 한다. 장애의 최적 치료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필요하

면 보다 자세한 자료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41,42 일반적으로 치

료는 관련 구조물의 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종양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

요하다(그림 14-15).43-46

보조 요법(Supportive therapy)

대부분의 골 성장장애는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나타내지 않으

므로 보조 요법은 필요 없다. 만약 통증과 기능장애(예: 국소근통

증, 관절원판 내장 및 염증)가 나타나면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치료가 요구된다. 종양도 말기 단계에서는 증상을 보

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종양이 확실한 경우에는 증상

의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보조 요법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때는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환자를 적절한 치과 또는 의과 전

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

선천성 및 발육성 전신 근육장애(Congenital and 

developmental systemic muscle disorders)

여러 형태의 전신적 근육장애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유전적

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경우는 발생학적인 것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상태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근육

장애는 보통 발육 부전(hypotrophy, muscle weakness), 비대

(hypertrophy, overdevelopment), 종양(neoplasms, uncon-

trolled, destructive growth)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원인(Etiology)

근육 약화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근육 퇴행 

위축은 유전적 질환으로 근육의 급속한 쇠약을 특징으로 한다. 

이 질환은 근신경 접합부 문제와 연관이 많다(중증 근육무력증, 

myasthenia gravis). 다른 질환은 척추근육위축(예: 근육위축가

쪽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과 관련이 있다. 근쇠

약을 유도하는 다른 질환은 탈수초성 상태(demyelinating con-

dition)(예: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와 관련이 있다. 

근육비대는 대부분 근육의 과사용과 연관이 있으며, 이갈이가 지

속적일 때 2차적으로 발생한다. 종양성 근육장애의 원인에 대해

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병력(History)

발육부전의 흔한 특징 중 하나는 근쇠약(muscle weakness)을 

느끼는 것이다. 근육비대 환자는 거의 증상이 없으며 단지 심미적

인 면(예: 큰 교근)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진행

되기 때문에 환자는 장애에 적응하게 되고 따라서 장애를 의식하

지 못하게 된다.

그림 14-8. 외상은 골조직에 과증식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 TMJ는 성장 

시에 외상으로 반응된 골과 다양한 외과적 술식을 받은 것을 보여 준다. 과두

와에 심각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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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특징(Clinical characteristics)

근 성장장애의 임상적 특징은 현재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발육 

부전은 종종 인지하기 어려우며, 비대는 커진 교근 등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으나(그림 14-16) 그 상태가 환자에게 정상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느 경우에서나 하악운동 범위는 대체로 정

상이다. 

최적 치료(Definitive treatment)

근육의 성장장애에 대한 최적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시행

해야 한다. 이 장애에 대한 최적 치료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

로 필요하면 보다 자세한 자료를 참고한다.47,48 일반적으로 치료

는 관련 구조물의 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 이갈이로 인한 비대에는 근이완용 교합장치를 장착하며, 교근

과 측두근 비대는 보톡스로 감소시킬 수 있다(제12장 참조). 그러

나 이갈이가 지속되면 다시 근육의 비대가 발생한다.

보조 요법(Supportive therapy)

대부분의 근 성장장애는 통증이나 기능장애와 관련이 없으므

로 보조 요법은 필요가 없으나 만약 통증과 기능장애가 있게 되

면(예: 국소근통증, 관절원판 내장 및 염증)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요구된다. 종양의 말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며, 종양이 확실한 경우에는 증상을 왜

곡시킬 수 있는 보조 요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다 최적

의 치료가 요구되며 환자를 적절한 치과 또는 의과 전문의에게 의

뢰해야 한다.

그림 14-9. 좌측 과두의 편측성 증식. A, 하악이 우측으로 현저하게 변위되어 있다. B, 파노라마영상은 좌측 과두와 하악지에 과증식을 보여 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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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계속) C, 좌측 하악 성장으로 인해 생긴 우측 구치부 반대교합. D, 좌측 하악 과성장으로 하악이 좌측으로 변위된 것을 보여 주는 전치부. E, 좌측 

구치부는 정상 협설 간 관계를 보여 준다. (Courtesy Dr. Larry Cunningham,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KY.) 

그림 14-10. A, 우측 과두의 편측성 과증식. 정중선이 좌측으로 변위되어 있다. B, 구강 내 사진. 우측 하악의 과성장으로 개교합과 좌측에 구치부 반대교합

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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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보고(Case reports)

증례 1(Case 1)

병력(history). 32세의 외판원이 완전히 개구하지 못함을 주소

로 치과에 내원했다. 증상은 5주 전에 시작되었는데, 치과에

서 국소마취를 받은 지 하루 뒤에 나타났다고 하였다. 주사침 

자입부가 예민해져서 크게 개구하면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 통증은 1주일 후에 저절로 사라졌으나 개구제한은 남아 있

었다. 환자 내원 시 통증은 없었으나, 개구제한은 아직 남아 

있었다.

검사(examination). 검사에서 양측 관절에 통증, 압통 및 관절음

이 없었고 절치 간 최대 개구 거리는 34mm로 이 범위에서는 

통증이 없었다. 양측 측방 운동은 약간 제한되었으며, 횡두개 

방사선사진에서 양측은 비슷한 기능적 제한을 보이면서 정상

적인 관절하면을 나타냈고, 근육검사는 정상이었다. 교합검사

에서는 몇몇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완전한 자연치열을 가

지고 있었다. 중심위(CR)에서 최대 교합위(ICP)까지 전상방으

로 2mm 이동하였다. 전치부는 중등도의 치아마모를 보였고, 

다른 교합상태는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자입부에 대한 철저한 

그림 14-11. 양측성 과두 성장 부전. 하악의 성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림 14-12. A, 하악의 비정상적인 전치부 전방 과증식. B, 과두의 전방과 좌측 성장으로 우측 제2대구치의 단일 교합을 보여 주고 있다. (Courtesy Dr. Joseph 

Van Sickles,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