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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alence of aural  symptoms in 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  pati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TMD subtypes were investigated. 311 patients(229 female, 82 male) were examined with 
a standardized protocol and the result was treated with statistical methods. The TMD patients exhibited 
at least one more joint or/and muscle pain, noise, opening difficulty, headache. Of these, 144 (46.3%) 
patients had aural  symptoms. Tinnitus, otalgia, ear fullness, hearing  loss were reported by 67.36%, 
15.27%, 8.33%, 0.69% respectively. The prevalence of otalgia and hearing loss was  very low compared 
with other researches. 

And the prevalence of aural symptoms according to the symptoms of TMD subtypes(pain, headache, 
noise, opening difficulty) was held. The prevalence of headache group was 54.84 %, and it was higher 
than any other group. Noise, pain, opening difficulty group were  reported by 49.83%, 47.97%, 41.1%, 
respectively.

Also, patients who had  two more TMD symptoms showed higher prevalence  of aural symptoms than 
patients who had one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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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측두 하악 관절 장애는 턱관절과 저작근의 기능 이상과 턱관절을 비롯한 안면 통증을 포괄적

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턱관절, 턱, 안면, 목, 머리 등에 이상 증상들을 보인다. 측두 하악 관절 

장애 환자들은 이외에도 귀 증상(aural symptom)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호소하는 

귀 증상은 이통(otalgia), 이명(tinnitus), 어지럼증(dizziness), 청력 상실(hearing loss), 이

충만감(ear fullness) 등이다. [1] [2] 

측두 하악 관절 장애와 귀 증상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이미 1900년대 초반, 하악과 하악 과

두 그리고 측두 하악 관절의 해부학적 위치 변화가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고, Costen은 측두 하악 관절 장애가 이명, 어지러움, 청력 장애 등의 귀 증상을 보이는 

이유를 하악의 과폐구에서 찾기도 하였다. [3] [4] [5] [6]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  Lam 등과  Salvetti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측두 하악 관절 장

애와 귀 증상의 연관성 및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아직도 측두 하악 장애와 귀 증상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1] [2] [7] [8] [9] [10] [11] [12] [13]

그러나,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많은 측두 하악 장애 환자들에 있어서 귀 증상이 나타나고 있

고, 많은 환자들에게서 측두 하악 장애 치료 후에 귀 증상이 소멸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병원에 내원한 측두 하악 장애 환자들 중에서 귀 증상 이환율을 알

아보고, 귀 증상 별로 어떤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또한 측두 하악 장애 증상 별로 귀 

증상의 이환율을 조사하여 측두 하악 장애의 어떤 증상이 귀 증상과 연관성이 가장 많은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 측두 하악 장애와 귀 증상 간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측두 하악 장애로 인하여 2009년 8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본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3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11명의 환자 중 남자는 82명(26.3%), 

여자는 229명(73.6%)이었고, 연령은 14세부터 82세까지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33.75세였다. 모든 환자에 대하여 측두 하악 장애 분석 검사를 시행하여 측두 하악 장애 증상

에 따라 개구 장애, 턱관절 잡음, 턱관절 통증, 두통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환자들에 대

하여 이통, 이명, 이충만감, 청력 저하 네 가지의 귀 증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3. 결과

총 311명의 측두 하악 장애 환자 중에서 귀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144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환자의 46.3%였다. 귀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 총 144명 중 여자가 108명(75%) 남자는 

36명(25%)이었다. 또한, 144명의 귀 증상 환자에 대하여 이명, 이통, 이충만감, 청력 저하의 

증상 별 이환율을 조사한 결과, 네 가지 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

자는 12명으로 귀 증상 환자의 8.3%였고,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이명을 보이는 환자는 109명, 

이통을 보이는 환자는 29명, 이충만감을 보이는 환자는 15명, 청력 저하를 보이는 환자는 3명

이었다. (Table 1, 2)

또한, 모든 환자에 대하여 측두 하악 장애 검사를 시행하여 측두 하악 장애 증상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과두 걸림을 포함하여 개구 제한이 있는 경우는 ‘개구 장애’로, popping, 

cliking, crepitus 등 모든 턱관절 잡음을 ‘잡음’으로, 저작근을 포함한 얼굴 근육, 목 근육, 관

22

Journal of TM
J and Sports Dentistry

A study of the prevalence of aural symptoms in temporomandibular disorder patients

Vol 4 No 1, 2013

측두 하악 장애

환자에서의 귀 증상의

이환율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MJ aand Sports Dentistry

Table 1.  Prevalence of TMD patients in subjects with different types of aural symptoms

Symptom                                                Patients No.

Tinnitus 97 67.36

Otalgia 22 15.27

Ear fullness 12 8.33

Hearing loss 1 0.69

Tinnitus & Otalgia 7 4.86

Tinnitus & Ear fullness 3 2.08

Tinnitus & Hearing loss  2 1.38

Total 144 100%

Table 2.  Prevalence of TMD patients in subjects with different types of aural symptoms (include double symptoms patients)

Symptom                                                Patients No.                             %

Tinnitus 109 69.87

Otalgia 29 18.59

Ear fullness 15 9.62

Hearing loss 3 1.92

Total 15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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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으로,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 군집성 두통을 모두 ‘두통’으로 

분류하여, 환자의 증상을 조사하였고, 환자가 통증과 두통, 잡음, 개구 장애 등 몇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복수 응답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증상 별로 평균적인 유병 기간은 다음과 같았다. 턱관절 잡음을 호소하는 환자의 유병 기

간은 평균 46.5개월이었고 통증은 21.2개월, 개구 제한은 12.8개월, 두통은 40개월이었

다.(Table 3) 

측두 하악 장애 증상별 귀 증상의 이환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Table 4) (Fig 1) 

또한,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측두 하악 장애 증상 중 통증 환자군, 두통 환자군, 개구 장애 환

자군, 잡음 환자군 각각에서의 귀 증상 이환율을 다음과 같았다. (Table 5, 6, 7, 8)  

Table 3.  Duration of TMD symptoms

증상     잡음    통증   개구제한       두통

유병 기간 평균 46.5 (months) 21.2(months) 12.8(months) 40.0 months

Table 4.  Prevalence of Ear symptoms in TMD patients

주소 환자수 귀증상 %

개구장애 9 2 22.22

개구장애 잡음 10 3 30

개구장애 통증 30 14 46.67

개구장애 잡음 통증 24 11 45.83

잡음 15 7 46.66

통증 89 36 40.45

통증 잡음 100 52 52

두통 통증  18 10 55.56

두통 잡음  3 0 0

두통 통증 잡음 10 7 70

기타 3 0 0

 31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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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relationship with ear symptoms and TMD symptoms

Table 5.  Prevalence of Ear symptoms in pain patients

통증

환자 중 

귀 증상

이환율

증상

통증 단독

통증 잡음

통증 개구장애

통증 두통

통증잡음개구장애

통증두통잡음

89

100

30

18

24

10

36

52

14

10

11

7

271 130

47.9%

40.45%

52.0%

46.67%

55.55%

45.83%

70.0%

통증환자수 귀증상 환자수

Table 6.  Prevalence of Ear symptoms in headache patients

두통

환자 중 

귀 증상

이환율

증상

두통잡음

두통통증

두통 잡음 통증

3

18

10

0

10

7

31 17

54.84%

0%

55.56%

70%

두통환자수 귀증상 환자수

Table 7.  Prevalence of Ear symptoms in opening difficulty patients

개구장애'

환자 중

귀 증상

이환율

개구장애 단독

개구장애 잡음

개구장애 통증

개구장애 잡음 통증

9

10

30

24

2

3

14

11

73 30

41.1%

22.22%

30.0%

46.66%

45.83%

개구장애 환자수 귀증상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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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에서 측두 하악 장애 환자 중 귀 증상 이환율은 총 311명의 연구 대상 중 144명으로 

46.3%였다. 그 중 132명(91.7%)은 한 가지의 귀 증상을, 12명(8.3%)은 두 가지 이상의 귀 증

상을 가지고 있었다.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이명을 보이는 환자는 이명만 보이는 환자 97명

(67.36%)과 이명과 이통, 이충만감, 청력 장애를 동시에 보이는 환자 12명을 포함하여 109명

(69.87%)으로 가장 많았고, 이통을 보이는 환자는 29명(18.59%), 이충만감을 보이는 환자는 

15명(9. 62%), 청력 저하를 보이는 환자는 3명(1.92%)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측두 하악 장애 환자의 귀 증상 이환율은 7-85% 사이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또한 귀 증상 각각에 대한 연구에서 이통은 3.5-64%, 이명은 51-

59%, 청력감소는 23-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 [2] [7] [8] [9] [10] [11] [12] [13]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본 연구 결과 측두 하악 장애 환자 중 귀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은 

46.3%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호발 증상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연구에서는 청력 감소

가 다른 귀 관련 증상과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력 감소 환자의 비율이 현

저히 낮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명의 이환율이 67.36%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들이 이명을 느끼는 기준이 모두 다르고 객관적인 소리가 나는 경우를 포

함하여 귀가 울리거나 멍한 느낌을 모두 이명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이비인후과에서도 귀 증상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측두 하악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연구한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 62.44%에서 측두 하악 장애가 있었고. 그 중 2.72%는 심각한 증

상을 보였으며 19%는 중간 정도 40.72%는 경미한 정도의 측두 하악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었

다고 보고하였다. [14]

Table 8.  Prevalence of  Ear symptoms in noise patients

잡음

환자 중 

귀 증상

이환율

주소

잡음 단독

잡음 통증

잡음 개구장애

잡음 두통

잡음 개구장애 통증

두통 통증 잡음

15

100

10

3

24

10

7

52

3

0

11

7

162 80

49.38%

46.66%

52.0%

30.3%

0%

45.83%

70.0%

잡음 환자수 귀증상 환자수



이처럼 연구마다 귀 증상의 이환율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연구자마다 환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도 저마다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증상을 표현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귀 증상이 생긴 경우를 배재했는지의 여부도 귀 증상 이환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이명은 총 144명의 귀 증상 환자 중 109명(69.87%)에서 나타났는데 이 결과

는 측두 하악 장애와 귀 증상 특히 이명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은 정상 인

구의 17-24%에서 관찰되며  외부의 자극없이 환자의 머리나 귀 안쪽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ringing)’, ‘윙윙거리는(buzzing)’, ‘증기가 새어나오는(steam escaping)’느낌으로 표현된다. 

이명의 원인은 국소적인 것에서 전신적인 질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단순히 귀지로 인

해서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질병이나 병적인 신체 상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측두 하악 관절 장애, 근육통, 두통,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발병하며, 긴장이나 피로에 의

해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긴장 완화에 따라 증상이 감소하기도 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

고, 측두 하악 장애 치료 후에 이명 증상이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15] [16] 

[17, 18] [19]

또한, 이번 연구에서 이통은 전체 귀 관련 증상 환자의 144명 중 29명(18.59%)에서 나타났

는데 이 결과는 다른 연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통은 내이와 중이의 구조적 이

상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측두 하악 관절 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

구에서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이통의 이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비인후과적인 문

제가 있는 경우를 수치에서 제외하였고, 측두 하악 관절의 부위의 촉진시 통증이 명확하게 느

껴지는 경우 이통으로 분류하지 않고 관절낭념 (capsulitis), 건염(tendernitis), 골관절염

(osteoarthritis)으로 인한 턱관절 통증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귀 증상 중 이충만감은 전체 귀 증상 환자 144명 중 15명(9.62%)으로 다른 귀 증상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다른 연구에서 이충만감으로 분류하여 시행한 연구가 없어 이환율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또한, 귀 증상 중 청력 감소는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비하여 144명 중 3명(2.08%)으로  현

저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청력 감소를 검사할 때 청력  감소를 객관적으로 증

명할 만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한 결과 때문으로 생각

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환자들이 주로 호소한 측두 하악 장애 증상은 통증, 잡음, 개구 장애, 두

통 등이었고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저작 불편감, 종양으로 인한 불편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소수 포함되었다. 36.9%의 환자에서 한 가지 증상만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63.1%의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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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Table 4)

본 연구에서 측두 하악 장애 증상 중 크게 통증, 잡음, 개구 장애, 두통 각각에 대하여 귀 증

상의 이환율을 조사한 결과 두통이 있는 환자 31명 중 귀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54.84%인 17

명으로 두통 환자군에서 귀 증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통 환자 중 두통 외에 턱관절 잡음만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는 귀 증상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두통과 통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55%에서 귀 증상이 나타났고, 두통, 통증, 잡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에

서는 70%에서 귀 증상이 나타났다.(Table 6) 

개구 장애 환자군은 모두 73명이었고 그 중 41%인 30명에서 귀 증상이 나타났다. 개구 장애

의 경우에도 개구 장애가 단독으로 있는 환자군에서는 22%에서만 귀 증상이 나타났으나 잡음

과 통증을 동반한 경우 46%까지 이환욜이 높아졌다. (Table 7)

잡음 환자군은 모두 162명이었고 그 중 49.38%인 80명에서 귀 증상이 나타났다. 잡음의 경

우에는 잡음이 단독으로 있는 환자군에서 46.66%에서 귀 증상이 나타났고, 잡음과 다른 증상

을 동반한 경우 49.65%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8)

또한, 통증 환자군은 모두 271명이었고 그 중 47.97%인 130명에서 귀 증상이 나타났다. 통

증의 경우, 통증만 단독으로 있는 환자군에서는 40.45%에서만 귀 증상이 나타났으나, 통증과 

잡음, 통증과 개구 장애, 통증과 두통의 두 가지 증상이 동반된 경우와, 통증, 잡음, 개구 장애 

그리고 통증, 두통,  잡음의 세 가지 증상이 동반된 경우 51. 64%로 이환율이 높아졌고, 통증, 

두통, 잡음 환자군에서는 70%로서 귀 증상 이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5)

Haken 등도 측두 하악 장애와 귀 증상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측두 하악 장애 환자 증상 

별로 귀 증상의 발현 빈도를 연구하여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군에서 귀 증상이 가장 높게 나타

나는지를 조사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대조군에 비해 측두 하악 관절 장애 환자군에서 귀 증

상이 발현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귀 증상은 이명이 77.5%에서, 어지럼증이 

36%에서, 청력 이상 23.5%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고, 측두 하악 장애 환자를 근막 동통 

증후군(Myofacial pain disorder)이 있는 경우, 턱관절 내장증이 있는 경우 , 근막 동통 증후

군과 턱관절 내장증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세 환자군으로 나누고 각각의 환자군 사이에 귀 증

상의 발현 빈도를 조사하여. 턱관절 내장증만 있는 경우보다는 근막 동통 증후군을 가지고 있

는 두 그룹에서 귀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2]                                

이러한 결과는 통증의 유병 기간과 통증의 만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측

두 하악 장애 환자들이 처음에는 턱관절 잡음이나 저작근 장애 등의 단순한 증상으로 시작하다

가 치료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근막 동통 증후군,  측두 하악 관절 장애로 유발

되는 두통 같은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귀 증상의 발현 가능성도 높아지

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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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측두 하악 장애 환자에게서 귀 증상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측두 

하악 장애와 이명, 이통, 이충만감, 청력 장애 등과 같은 귀 증상들이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측두 하악 장애 환자들에게서 왜 귀 증상의 이환율이 높

은지에 대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청력 저하와 턱관절의 위치적 관

계에 주목한 Wright, Goodfriend 이후, Costen은 귀와 측두 하악 관절 증상의 연관성을 설명

하기 위해 하악의 과폐구시 유스타키오관의 압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측두 하악 

관절의 해부학적인 형태 변화나 구치부의 상실 등으로 교합 고경이 낮아지면 하악이 과폐구되

고 이로 인해 유스타키오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Costen 의 주장은 

Sicher 등이 카데바를 분석하여 실제 하악이 과폐구되는 동안 유스타키오관의 압력은 달라지

지 않는다고 밝히며 반박되기도 하였다.[3] [4] [5] [6] [20]

측두 하악 장애 환자가 흔히 가지게 되는 근육의 긴장에 주목하여 두 증상의 연관성을 밝히

고자 하는 연구도 다수 시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측두 하악 관절에 영향을 주는 근육과 귀에 관

련된 근육이 같은 신경 가지의 지배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hapiro 등은 Tensor 

Tympani 근육과 Stapedius 근육의 긴장에 의해 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Toller 등은 중

이의 구조물이 Tensor Tympani 근육의 경련 반사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Myrhaug

는 Tensor Tympani 근육과 Tensor Veli Palatine 근육이 저작근과  같은 삼차 신경의 운동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측두 하악 관절 장애로 인한 저작근의 활성화가 이차적

으로  Tensor Tympani 와 Tensor Veli Palatine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귀 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다. [11] [21] [22] [23] [24]

또한, Bernstein은 저작근, 개구근, 유스타키오관, 중이의 근육이 하악 신경의 동일한 가지

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저작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과 청각을 담당하는 근육 사이의 

이러한 근신경학적인 연결을 ‘Otomandibular syndrome’이라 칭하고 이 증후군을 가진 환자

는 저작근에 긴장이 있을 때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없이도 귀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러나, EMG(electromyographic) 연구를 통하여 근신경학적인 유사성을 반박하는 문헌도 보고

되었는데, 측두 하악 장애 환자 중에서 귀 증상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의 저작근 EMG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고, 이는 Tensor Veli Palatine 근육과 Tensor Tympani 근육의 활성

이 저작근의 활성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25, 26]  

중이와 측두 하악 관절 사이에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Pinto 등은 측두 하악 관절과 중이의 추골(Malleus) 사이에 있는 가느다란 인대, 즉 

mandibular-malleolar ligament와 discomalleolar ligament를 발견하고 측두 하악 관절이 

움직일 때 이 가느다란 인대를 통하여 중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측두 하악 관절 내의 염증이 

바위고실 틈새(petrotympanic fissue)를 통해 중이로 이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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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관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측두 하악 장애가 있는 경우  바위고실 틈새에서 전고실 동맥

(anterior tympanic artery)이 수축하고, 이러한 현상이 귀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하였고, Miller 등은 구강과 얼굴의 여러 영역에서 유해 자극이 중추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삼

차 신경이 뇌간에 있는 삼차 신경핵 기저부(subnucleus caudalis)를 지나는데 이 신경핵에서 

지각 오류가 일어나서 뇌가 유해 자극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혼동하게 된다는 이론인  수렴 

이론(convergence theory)으로 측두 하악 관절 장애와 귀 증상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30] 

[31] [32]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측두 하악 관절 장애와 귀 증상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측두 하악 장

애와 귀 증상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학문적으

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측두 하악 장애로 인하여 귀 증상들이 발현되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이비인후과적

인 치료보다는 측두 하악 장애의 치료를 통하여 호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결과

들도 보고된 바 있다. 

Wright 등은 측두 하악 장애 환자 중 이명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측두 하악 장

애 치료를 하였을 때 이명의 증상이 호전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총 93명의 환

자 중 52명에서 이명이 해소되었고, 28명에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였으며, 13명은 개선

이 없거나 증상이 약간 해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e Felicio 등은 악안면 근육에 대

한 운동 치료를 통하여 측두 하악 증상으로 인한 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Henderson은 12명의 턱관절 내장증 환자와 9명의 근막 동통 환자를 대상으로 측두 하악 장애 

치료 전후의 귀  증상의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치료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하

였다.[17, 18].[33] [34]

본 연구에서는  측두 하악 장애 치료 후에 귀 관련 증상의 치료 여부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지 

않아서 측두 하악 장애가 귀 증상의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측두 하악 장애로 인하여 유발된 귀 증상들은 측두 하악 장애 치료를 통하여 상당 부분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귀 증상을 동반한 측두 하악 장애 환자에 있어서 측두 하악 장애 치료를 시행하였을 경

우 귀 관련 증상이 실제로 얼마나 치료되는지, 치료 전 후의 귀 증상의 차이는 어떠한지, 변화 

여부를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들이 임상에서 이비인

후과적인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측두 하악 장애로 기인된 귀 

증상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측두 하악 장애와 귀 증상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귀 증상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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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 하악 장애 환자를 단순한 근육통(myalgia)인 경우와 근막동통증후군(MPD: myofascial 

pain dysfunction syndrome)일 때로 나누어서 귀 증상에 차이가 있는지, 두통과 어깨 통증 

등 측두 하악 장애로 인한 연관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 귀 증상의 이환율에 차이가 있는지, 측

두 하악 관절에 나타나는 턱관절 내장증의 경우에도 정복성 관절 원판 정방 변위인 경우와 비

정복성 관절 원판 변위가 있는 경우에서 귀 증상 이환율에 차이가 있는지, 염증성 측두 하악 장

애의 경우도 관절낭염 (capsulitis)나 건염 (tendernitis)등 연조직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와 턱

관절 관절 과두에 골변화를 보이는 골관절염(osteoarthritis)이나 류머티스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귀  증상 이환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1.  2009년 8월부터 2013년 5월 사이 본 병원에 내원한 측두 하악 장애 환자 중 무작위로 선

정한 311명을 대상으로 귀 증상의 이환율을 조사한 결과 144명인 46.3%에서 하나 이상의 

귀 증상이 나타났다.

2.  귀 증상의 네 가지 유형인 이명, 이통, 이충만감, 청력 저하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이명으로 전체의 67.36%였고, 이통은 15.27%, 이충만감은 8.33%, 청력 저하는 0.69%에

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통보다 이명의 이환율이 현저하게 높

았고 청력 저하의 이환율은 매우 낮았다.

3.  귀 증상 중 한 가지 증상만 가지는 경우는 91.67%였고 8.3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증상

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4.  측두 하악 장애 증상을 통증, 개구 장애, 잡음, 두통의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귀 증상의 이환

율을 조사한 결과, 두통 환자군에서의 귀 증상 이환율이 5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잡

음 환자군에서 49.38%, 통증 환자군에서 47.97%, 개구 장애 환자군에서 4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두 하악 장애 네 가지 증상 중 한 가지만 있는 환자들보다 두 가지 이상

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에서 귀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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