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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와 저작근, 턱관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군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아 장애가 생기는 유기적인 복합체 관계이다.

• 주로 교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저작근 통증이 발생하고 턱관절장애가 생긴다.

• 교합을 변화시키고 개선함으로써 저작근 통증을 치료하고 턱관절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림 2-1

	 1	 턱관절장애의	원인

턱관절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주로	과다교합력,	편측	저작,	저작계의	조화	불균형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턱관절장애를	발생시킨다.	이	3가지	원인이	치아를	손상시키고	두경부근육	통증

을	일으키고	턱관절장애를	발생시킨다.

턱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은	치아(teeth),	근육(muscle),	관절(joint)로	이루어져	있

고,	이	3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곳도	손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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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과다교합력은 치아교합면을 마모시키고 치경부 afraction을 발생시킨다.

1) 과다교합력으로 인한 치아의 변화

그림 2-2. 교합문제들은 서서히 저작계 조화를 깨뜨리고 결국 턱관절장애를 발생시킨다.

그림 2-3. 과다교합력은 치아를 마모시켜서 교합고경을 낮게 만들고 근육 통증을 일으키며 골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턱관

절장애를 일으키는 첫 번째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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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치아가 마모되었다.

그림 2-6.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치아교합면이 마모되고 치경부 afraction이 발생하였다.

그림 2-7.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15, 25 치아의 협측교두가 파절되었다. 이후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전치부 치아가 이동하여 

정중이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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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상악 구개에 torus가 생겼다.

그림 2-9.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치아마모가 발생해 교합고경이 낮아졌다.

그림 2-8.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37 치아의 원심협측교두가 파절되고 crack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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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다교합력으로 인한 근육의 변화

선천적으로	교합력이	센	사람들과	hard	food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저작근이	발달하여	교근이	비대해

진다.	교근은	비대해지고	교합고경은	낮아지면서	구강	내	공간이	줄어들면서	구치부	치아가	혀와	협점막

의	압박을	받아	혀에	tongue	ridging과	협점막에	cheek	ridging(linia	alba)이	생긴다.	

그림 2-11.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하악골에 장기간에 걸친 torque가 발생해 mandibular torus가 생겼다.

그림 2-12. 과다교합력으로 인해 교근이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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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다교합력으로 인한 턱관절의 변화

과다교합력은

①	관절원판을	마모시켜서	관절강	공간을	축소시킨다.

②		관절원판이	심하게	마모되면	관절원판	천공이	발생해서	하악과두가	하악와에	직접	접촉하게	되어	

crepitation	sound가	나타난다.

③	하악과두를	마모시켜	퇴행성	골관절염을	발생시킨다.

④	저작근을	긴장시켜	저작근	통증및	두통	목통증	어깨	통증을	일으킨다.

4)  편측 저작을 하게 되면 저작측 관절원판이 압박을 많이 받아 마모와 원판 변위가 발

생하고 균형측 관절원판은 전내하방 변위가 발생하여 턱관절장애를 발생시킨다.

5) 저작계 조화가 깨지면 턱관절장애가 발생한다.

그림 2-13. 혀에 tongue ridging이 발생했고 협점막에 cheek ridging이 보인다.

그림 2-14. 저작계가 조화를 이루려면 턱관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제위치에서 정상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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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하악과두가 하악와 내에서 적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림 2-16. 저작계의 근육들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Dawson은	저작계가	조화를	이루려면	다음	10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턱관절

과	주위	근육과	치아의	교합과의	관계들이며,	이들의	조화가	깨지면	턱관절과	주위	근육과	치아에	문제

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턱관절과	주위	근육,	치아교합	중에서	어느	한	요소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다

른	요소들도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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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전치유도가 적절해야 한다.

그림 2-18. 교합고경이 적절해야 한다.

그림 2-19. 치아와 혀, 볼이 적절한 neutral zone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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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절치는 적절한 Posselt diagram 내에서 운동해야 한다. 상악 절치가 너무 안쪽으로 기울면(linguioversion) 하악

과두의 전방면과 관절융기가 이루는 각도가 더 수직적이 된다.

그림 2-21. CO와 CR 간에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이 좋다.

그림 2-22. 교합평면이 적절한 curve of Spee와 Wilson’s curve를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