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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uxism was considered as an etiology for TMD,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bruxism and TMD is still

unclear.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of the differences of pain symptoms and subtypes of TMD diagnosis

between the bruxors and non-bruxors, and between subtypes of brusixm of 315 TMD patients was held.

The result was obtained that nocturnal grinding influenced to myalgia pain more than nocturnal and diur-

nal clenching, but nocturnal and diurnal clenching  influenced to MPD pain and TMJ joint problems

more than nocturnal grinding. Therefore, Clenching must be considered as much as grinding when the

studi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bruxism and TMD are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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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갈이(bruxism)는 턱근육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하악을 씹는 것처럼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서

치아를 악물거나 가는 비정상적인 근육 운동을 통칭한다. 따라서 이갈이 하면 흔히 밤에 자면서 이

를가는것을생각하게되는데밤에이를가는것뿐만아니라낮에이를갈거나밤이나낮에이를악

무는 것이 다 이갈이에 해당된다. 또한 뿌드득 하는 소리가 나야 이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갈

이에있어서소리의유무는중요하지않다. [1]

이갈이는 크게 이악물기(cleching)와 이갈기(grinding)로 나눌 수 있다. 이악물기는 턱근육에 과

도한힘을주어이를악무는것을말하고이갈기는턱근육에과도한힘을주면서턱을리드미컬하게

움직여서이를가는것을말한다. 

또한 이갈이는 이를 가는 시간 에 따라 낮 이갈이(diurnal bruxisn)와 밤이갈이(nocturnal

bruxism)로 나눌 수 있다. 개 낮에는 이갈기보다는 이악물기(diurnal clenching)가 많고 밤에는

수면 중의 이갈기(nocturnal grinding)가 많다. 수면 중에 소리는 내지 않지만 이를 악무는 경우도

흔한데 이를 밤 이악물기(nocturnal cleching)라 하고 밤 이갈기와 밤 이악물기를 합하여 밤 이갈

이(nocturnal bruxism)이라고한다.

그러나그동안의이갈이연구는수면중의이갈이를 상으로연구한것이 부분이다. 수면중의

이갈이 중에서도 수면 중 이악물기와 이갈기를 따로 분리해서 연구한 경우는 드물고 부분 이갈이

를조사한연구들은수면중의이갈기를 상으로이루어졌다. 이러한연구들에의하면이갈이는전

체 인구 중에서 6-20%에서 나타나며 소아에서는 14% 정도에서 나타나다가 50세 이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않았다고보고되었다.[2] [3] [4] [5]

다른 연구에서 성인을 상으로 밤 이갈기만이 아니라 낮 동안의 이갈기, 밤 이악물기, 낮 이악물

기 등 모든 비기능적인 하악 운동을 조사했을 때 연구자에 따라 이갈이가 전체 인구의 5%에서 96%

까지다양하게나타났다. [6] [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중의 이갈기가 없는 리드미컬한 저작 근육 운동(RMMA; Rhythmic

masticatory muscle activity)은 전체 인구의 60%에서 관찰되었고, 이러한 근육 운동이 이갈이와

관련이있다고보고했다.[8, 9] [10] [11] [12]

또한 이갈이의 역학에 관한 연구 외에도 이갈이와 측두하악장애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

가 행해졌다. [13] [14] [15] [16] [17] [18] [19, 20]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의 이갈이 환자의 비율은 연구자와 연구

방법에따라26.6%에서66%까지로다양하게나타났다. [21] [22] [23]

이악물기와 이갈기를 하는 동안 폐구근은 등장성 근수축(Isotonic muscle contraction)을 하게

되는데이때의근수축지속시간은한번에평균8-9초에서20-40초심지어는5분이상이된다. 하

루밤에평균5-25회정도이갈이를반복한다고보면등장성근수축이근육에피로를유발하는90

초를훨씬초과하게된다. 이러한근육의피로가누적되어이갈이가측두하악장애의여러증상을유

발하는것으로보인다.

이갈이가측두하악장애의여러증상을유발한다면이갈이가있는측두하악장애환자와이갈이가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는 임상적으로 다른 증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측두하악장애 환

자에 있어서 이갈이의 유무에 따라 측두하악장애의 임상 소견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

갈이와측두하악장애와의관련성여부를확인해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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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갈이가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상으로 이갈이의 유형에 따라 따라 밤 이갈기, 밤

이악물기, 낮이갈기, 낮이악물기의분포를조사해보고각각의이갈이유형에따라측두하악장애증

상의발현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조사하고측두하악장애임상진단명별로어떤분포를보이는지

를 조사하여, 이갈이의 유형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증상과 진단명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면 이갈이의

유형별특성에 한이해가측두하악장애환자의진단과치료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본 병원에 래원한 환자를 상으로 이갈이의 역학을

조사하여 이갈이와 측두하악장애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갈이의 유형에 따라 각 유형 별로 이

갈이가측두하악장애의증상에어떠한 향을미치는가를비교연구해보고자한다. 

재료및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측두하악장애로 인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본 병원에 래원한

환자315명중에서이갈이가있는환자군196명과이갈이가없는환자군119명을 상으로하 다.

본 연구의 상 환자 중 남자는 105명 여자는 210명이었고, 10 는 남자 28명, 여자 31명, 20

는 남자 33명 여자 69명, 30 는 남자 19명 여자 35명, 40 는 남자 6명 여자 33명, 50 는 남자

13명여자26명, 60 는남자3명여자9명, 70 이상은남자3명여자7명이었다.

2. 연구 방법

본연구의 상인315명의환자중에서이갈이가있는환자군196명과이갈이가없는환자군119

명에 하여 통증에 따라 정지시 통증(Rest pain), 기능시 통증(Loading pain)), 수면 후 뻣뻣함

(Morning stiffness) 등 3가지 항목, 통증의 부위에 따라 턱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Jaw

pain), 목통증(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Ear pain), 두통(Headache) 등6가지항목, 측

두하악장애 진단명에 따라 근육통(Myalgia), 근막 동통 증후군(MPD),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

(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Cap-

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6가지항목총15개항목을비교하 다.

또한 이갈이가 있는 196명의 환자를 이갈이 유형에 따라 밤 이갈기 환자군(NG), 밤 이악물기 환

자군(NC), 낮 이갈기 환자군(DG), 낮 이악물기 환자군(DC)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하여 통증에 따라 정지시 통증(Rest pain), 기능시 통증(Loading pain)), 수면 후 뻣뻣함(Morning

stiffness) 등3가지항목, 통증의부위에따라턱관절통증(TMJ pain), 턱통증(Jaw pain), 목통증

(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Ear pain), 두통(Headache) 등6개항목, 측두하악장애진단

명에 따라 근육통(Myalgia), 근막 동통 증후군(MPD),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Capsulitis), 골관절

염(Osteoarthritis) 등6개항목총15개항목을비교하 다.

밤 이갈기 환자군(NG Total)의 연구는 밤 이갈기 환자군(NG) 48명과 밤 이갈기와 낮이악물기 환

자군(NG+DC) 23명 총 71명을 상으로 하 고, 밤 이악물기 환자군(NC Total)의 연구는 밤 이악물

기환자군(NC) 54명과밤이악물기와낮이악물기환자군(NC+DC) 15명총69명을 상으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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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낮이갈기환자군(DG Total)의연구는낮이갈기환자군(DG) 3명을 상으로하 고, 낮이

악물기 환자군(DC Total)의 연구는 낮 이악물기 환자군(DC) 53명과 밤 이악물기와 낮 이악물기 환

자군(NC+DC) 15명과밤이갈기와낮이악물기환자군(NG+DC) 23명총91명을 상으로하 다. 

또한 이갈이 환자군을 이갈기 환자군(Grinding Total)과 이악물기 환자군(Clenching Total)으

로 나누어서 각각에 하여 통증에 따라 정지시 통증(Rest pain), 기능시 통증(Loading pain)), 수

면 후 뻣뻣함(Morning stiffness) 등 3가지 항목, 통증의 부위에 따라 턱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Jaw pain), 목통증(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 (Ear pain), 두통(Headache) 등6개

항목, 측두하악장애 진단명에 따라 근육통(Myalgia), 근막 동통 증후군(MPD), 정복성 관절원판 전

방 전위(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

(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6개항목총15개항목을비교하 다.

결과

11)) 이이갈갈이이 환환자자군군과과 이이갈갈이이 없없는는 환환자자군군 빈빈도도 조조사사

본 연구 상 315명 중에서 이갈이가 있는 환자군은 196명이었고 이갈이가 없는 환자군은 119명

이었다. (표1)

이갈이환자196명중남자는63명여자는133명이었고, 10 는남자15명, 여자17명, 20 는남

자 23명 여자 55명, 30 는 남자 10명 여자 24명, 40 는 남자 4명 여자 19명, 50 는 남자 7명 여

자13명, 60 는남자2명여자4명, 70 이상은남자2명여자1명이었다.

이갈이없는환자119명중남자는42명여자는77명이었고, 10 는남자13명, 여자14명, 20

는 남자 10명 여자 14명, 30 는 남자 9명 여자 11명, 40 는 남자 2명 여자 14명, 50 는 남자 6명

여자13명, 60 는남자1명여자5명, 70 이상은남자1명여자6명이었다.

22)) 이이갈갈이이 환환자자군군과과 이이갈갈이이가가 없없는는 환환자자군군의의 측측두두하하악악장장애애 증증상상 비비교교

이갈이 환자군과 이갈이가 없는 환자군에서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2)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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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이갈이환자군과이갈이가없는환자군

TToottaall BBrruuxxiissmm NNoonn--BBrruuxxiissmm

315

100%

196

62.2%

119

37.8%



33)) 이이갈갈이이 종종류류에에 따따른른 측측두두하하악악장장애애 증증상상 비비교교

이갈이 환자의 이갈이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총 315명의 환자 중 밤 이갈기 환자는 남자

27명, 여자21명총48명이었고, 밤이악물기환자는남자14명여자40명총54명이었고낮이갈기

환자는 남자 2명 여자 1명 총 3명이었고 낮 이악물기 환자는 남자 11명, 여자 42명 총 53명이었고,

밤 이갈기와 낮 이악물기가 동시에 있는 환자는 남자 8명 여자 15명 총 23명이었고 밤 이갈기와 낮

이갈기가동시에있는환자는남자1명, 여자14명총15명이었다. (표3) 

이갈이환자를 이갈이유형에따라밤이갈기 환자군(NG Total), 밤이악물기 환자군(NC Total),

낮이갈기환자군(DG Total), 낮이악물기환자군(DC Total)의4가지항목으로분류하여각각의항

목에 하여 통증에 따라 정지시 통증(Rest pain), 기능시 통증(Loading pain)), 수면 후 뻣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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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이갈이환자군과이갈이없는환자군임상Data

BBrruuxxiissmm((119966)) NNoonn--BBrruuxxiissmm((111199))

Rest pain 79 40.3% 40 33.6%

Loading pain 159 81.1% 92 77.3%

Morningstiffness 100 51.0% 0 0.0%

TMJ pain 83 42.4% 39 32.8%

Jaw pain 190 96.9% 101 84.9%

Neck pain 120 61.2% 58 48.7%

Back pain 56 28.6% 19 16.0%

Ear pain 54 27.6% 30 25.2%

Headache 111 56.6% 47 39.5%

Myalgia 58 29.6% 57 47.9%

MPD 90 75.6% 21 17.7%

Clicking 37 18.9% 49 41.2%

Locking 17 8.7% 17 14.3%

Capsulitis 49 25.0% 24 20.2%

Osteoathritis  40 20.4% 10 8.4%

(표3) 이갈이환자의이갈이유형별분포

NNGG NNCC DDGG DDCC NNGG++DDCC NNCC++DDCC

M

F

Total

27

21

48

14

40

54

2

1

3

11

42

53

8

15

23

1

14

15



(Morning stiffness) 등 3가지 항목, 통증의 부위에 따라 턱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Jaw

pain), 목통증(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Ear pain), 두통(Headache) 등6개항목, 측두

하악장애 진단명에 따라 근육통(Myalgia), 근막 동통 증후군(MPD),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

(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Cap-

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6개항목총15개항목을비교한결과는(표4)와같았다. 

22)) 이이갈갈기기 환환자자군군과과 이이악악물물기기 환환자자군군의의 측측두두하하악악장장애애 증증상상 비비교교

이갈이 환자를 이갈기 환자군(Grinding Total)과 이악물기 환자군(Clenching Total)으로 나누

어서각각에 하여통증에따라정지시통증(Rest pain), 기능시통증(Loading pain)), 수면후뻣

뻣함(Morning stiffness) 등 3가지 항목, 통증의 부위에 따라 턱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

(Jaw pain), 목 통증(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 (Ear pain), 두통(Headache) 등 6개 항

목, 측두하악장애 진단명에 따라 근육통(Myalgia), 근막 동통 증후군(MPD),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

(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6개항목총15개항목을비교한결과는(표5)과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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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이갈이유형별임상Data

NNGG 

TToottaall((7711))

NNCC

TToottaall((6699))

DDGG

TToottaall((33))

DDCC

TToottaall((9911))

Rest pain 23 32.4% 31 44.9% 0 0.0% 40 44.0%

Loading pain 51 71.8% 56 81.2% 2 66.7% 74 81.3%

Morning stiffness 30 42.3% 58 84.1% 0 0.0% 27 29.7%

TMJ pain 24 33.8% 32 46.4% 0 0.0% 40 44.0%

Jaw pain 68 95.8% 68 98.6% 2 66.7% 89 97.8%

Neck pain 42 59.2% 41 59.4% 2 66.7% 61 67.0%

Back pain 23 32.4% 17 24.6% 0 0.0% 30 33.0%

Ear pain 18 25.4% 18 26.1% 0 0.0% 34 37.4%

Headache 37 52.1% 43 62.3% 0 0.0% 54 59.3%

Myalgia 30 42.3% 18 26.1% 2 66.7% 21 23.1%

MPD 27 38.0% 39 56.5% 1 33.3% 41 45.1%

Clicking 8 11.3% 17 24.6% 0 0.0% 19 20.9%

Locking 3 4.2% 6 8.7% 0 0.0% 12 13.2%

Capsulitis 16 22.5% 17 24.6% 0 0.0% 24 26.4%

Osteoathritis  12 16.9% 10 14.5% 0 0.0% 23 25.3%



고찰

이갈이가 측두하악장애를 유발하는가에 한 논란이 많이 있다. 이갈이가 있는 환자군에서 일반

인에서 보다 측두하악장애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다거나 이갈이가 심한 환자에게서 근육통(myal-

gia) 근막동통증후군(MPD) 혹은턱관절잡음이나긴장성두통(Tension-type Headache)이쉽게

관찰되는 것은 이갈이와 측두하악장애의 관련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나 이것만으로 이갈이가 측두하

악장애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밤에 심하게 이를 가는 환자 중에 측두하악장

애와관련된통증이전혀없는환자들도관찰되기때문이다. [14, 24, 25] [27] [28]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의 측두하악장애와 이갈이 사이의 상관관계에 한 역학연구를 통하여 이

갈이가측두하악장애를유발한다는것을입증하기위한연구가시행되어왔다. [15] [16] [26] [26] [18] [19, 20]

그러나 이갈이를 연구할 때 연구자들마다 이갈이에 한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측두하악장애와

이갈이의관련성을입증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이갈이를연구할때이갈이의유형에따라밤이갈

기, 밤이악물기, 낮이갈기, 낮이악물기로나누어서연구해야하지만그동안의이갈이연구는수면

중의 이갈이를 상으로 연구한 것이 부분이다. 수면 중의 이갈이 중에서도 수면 중 이악물기와

이갈기를 따로 분리해서 조사한 경우도 드물고 부분 이갈이의 역학을 조사한 연구들은 수면 중의

이갈기를 상으로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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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이갈기환자군과이악물기환자군의임상Data

GGrriinnddiinngg TToottaall((7744)) CClleecchhiinngg TToottaall((112222))

Rest pain 23 31.1% 56 45.9%

Loading pain 53 71.6% 106 86.9%

Morning stiffness 30 40.5% 70 57.4%

TMJ pain 24 32.4% 59 48.4%

Jaw pain 70 94.6% 120 98.4%

Neck pain 44 59.5% 76 62.3%

Back pain 23 31.1% 33 27.1%

Ear pain 18 24.3% 36 29.5%

Headache 38 51.4% 73 59.8%

Myalgia 30 40.5% 28 23.0%

MPD 30 40.5% 60 49.2%

Clicking 8 10.8% 29 23.8%

Locking 3 4.1% 14 11.5%

Capsulitis 16 21.6% 33 27.1%

Osteoathritis  12 16.2% 28 23.0%



본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이갈이는 총 315명 중 196명인 62.2%에서 관찰되었는데, 밤

이갈기환자만을놓고보면총315명중71명으로약22.4%의비율을보 다. 이갈이환자중밤이

갈기 환자 71명을 제외한 125명이 밤 이악물기, 낮 이갈기, 낮 이악물기 환자군에 포함되는데 낮이

갈기는3명으로그비율이미미하므로제외하더라도123명의환자가낮이악물기나밤이악물기환

자군에 포함되어 있다.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밤 이갈기 환자가 22.4%, 모든 이갈이 환자가 66.2%

로나타난본연구의결과(표6)는측두하악장애환자중의이갈이빈도가26.6%에서66%에들어간

다른 연구들의 다양한 결과에 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22] [23] 따라서 이갈이를

연구할 때 빈도수가 극히 미미한 낮 이갈기는 제외하더라도 밤 이갈기 외에 낮 이악물기와 밤 이악

물기를 포함시켜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연구는 이갈이와 측두하악장애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부족한연구가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갈이를 그 유형에 따라 밤이갈기, 밤이악물기, 낮이갈기, 낮이악물기로

나누어서 연구하 다. 또한 이갈기와 이악물기로 나누어 연구한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 평가를 위하

여별도로이갈이를이갈기와이악물기로나누어서연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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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밤이갈기환자군과밤이갈기환자군이아닌환자군

TToottaall NNGG NNoonn--NNGG NNoonn BBrruuxxiissmm

315

315

100%

71

71

22.4%

125 119

224

77.6%

((그그래래프프11))    이갈이 환자군과 이갈이 없는 환자군 ((그그래래프프22))    밤이갈기 환자군과 밤이갈기 없는 환자군

Non

Bruxism

37.8%

Bruxism

62.2%

Non

Bruxism

37.8%

Nocturnal

Grinding

22.4% 

Non

Nocturnal

Grinding

39.7% 



본 연구에서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이갈이가 있는 환자군과 이갈이가 없는 환자군에서의 측두하

악장애의 증상의 발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이갈이가 있는 환자군에서 이갈이가 없는 환자군에서 보

다 정지시 통증(Rest pain), 기능시 통증(Loading pain), 수면 후 뻣뻣함(Morning stiffness), 턱

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Jaw pain), 목 통증(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 (Ear

pain), 두통(Headache) 등 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특징적으로 수면 후 뻣뻣함 항목은 이

갈이 환자군에서는 51%가 나타난데 반해, 이갈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0%가 나타났다. (그래프3) 이

러한결과는이갈이가측두하악장애의통증과관련이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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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래래프프33))    이갈이 환자군과 이갈이 없는 환자군의 TMD 증상 비교

((그그래래프프44))    이갈이 환자군과 이갈이 없는 환자군의 TMD 진단명 분포



또한측두하악장애진단명에따라근육통(Myalgia), 근막동통증후군(MPD), 정복성관절원판전

방 전위(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

(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 6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이갈이가 있는 환자군에서 근

막 동통 증후군(MPD), 관절낭염(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이 항목은 더 많이 나타났

고, 이갈이가 없는 환자군에서는 근육통, , 정복성 관절 원판 전방 전위,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

위(ADD without reduction)가 더 많이 나타났다.(그래프 4) 이러한 결과는 치아의 마모의 정도에

따라 이갈이 여부를 판별하여 이갈이는 안면과 턱의 통증은 상당한 관련이 있으나 턱관절의 기능장

애와는별관련이없음을보고하 던Droukas 등의연구와일치하 다. [27]

그러나 Clark 등은 이갈이가 턱의 통증에 전혀 향을 주지 않는 환자가 관찰됨을 들어 이갈이와

턱의통증과의상관관계를부정하고있다. [28]

또한 이갈이 환자를 이갈이 종류에 따라 밤 이갈기 환자군(NG Total), 밤이악물기 환자군(NC

Total), 낮 이갈기 환자군(DG Total), 낮 이악물기 환자군(DC Total)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하여 통증에 따라 정지시 통증(Rest pain), 기능시 통증(Loading pain)), 수면 후 뻣뻣함

(Morning stiffness) 등 3가지 항목, 통증의 부위에 따라 턱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Jaw

pain), 목 통증(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Ear pain), 두통(Headache) 등 6개 항목 총 9

개항목으로비교한결과, 낮이갈기환자군은3명밖에없어서논의에서제외하고볼때, 비율의차

이는 크지 않았지만 요통을 제외한 부분의 항목에서 밤 이갈기보다 밤 이악물기와 낮 이악물기에

서더높은비율을보 다. (표4) (그래프5) 

또한 밤 이악물기 환자군과 낮 이악물기 환자군에 있어서 수면후 뻣뻣함(morning stiffness)항

목을 제외한 부분의 항목에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 다. 수면후 뻣뻣함 항목은 밤 이악물기 환

자군에서 84.1%로 밤 이갈기 환자군에서의 42.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갈이가 없는 환자

군에서는 수면 후 뻣뻣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낮 이악물기 환자군에서는 약 30%에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요통을 제외한 부분의 항목에서 밤 이갈기보다 밤 이악물기와 낮 이악물

기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 지만, 이갈이 하면 떠올리는 밤 이갈기와 밤 이악물기 및 낮 이악물기가

본질적으로는같은현상으로보인다.

또한 측두하악장애 진단명에 따라 근육통(Myalgia), 근막동통 증후군(MPD),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

염(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 6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밤이갈기 환자군에서는 근

육통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밤 이악물기 환자군에서는 근막 동통 증후군과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 reduction) 가 많이 나타났고, 낮 이악물기 환자군에서는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이 많이 나타났

다. (표4) (그래프6) 그러나, 밤 이갈기 환자군에서 근육통이 많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각이갈이유형에따른측두하악장애진단명에서의차이는많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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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 환자를 이갈기 환자군(Grinding Total)과 이악물기 환자군(Clenching Total)으로 나누

어서각각에 하여통증에따라정지시통증(Resting pain), 기능시통증(Loading pain)), 수면후

뻣뻣함(Morning stiffness) 등 3가지 항목, 통증의 부위에 따라 턱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

(Jaw pain), 목 통증(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 (Ear pain), 두통(Headache) 등 6개 항

목 총 9개 항목으로 비교해 본 결과 요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이갈기 환자군에서보다 이악물기

환자군에서더높은비율을보 다. (표5)(그래프7)

이러한 결과는 낮이악물기가 밤이갈기보다 턱관절 통증에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Goulet

등의연구결과와도일치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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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래래프프55))    밤 이갈기, 밤 이악물기, 낮 이악물기 환자군에서의 TMD 증상 비교

((그그래래프프66))    밤 이갈기, 밤 이악물기, 낮 이악물기 환자군에서의 TMD 진단명 분포

100%

80%

60%

40%

20%

0%

Re
st
�p

ai
n

Lo
ad

in
g�

pain

TM
J�

pain
Ja

w
�

pain

M
or

ni
ng

st
iff
ne

ss

Nec
k�

pain
Ba

ck
�

pain
Ea

r�
pain

Hea
da

ch
e

Nocturnal�Grinding
Nocturnal�Clenching
Diurnal�Clenching

Nocturnal�Grinding
Nocturnal�Clenching
Diurnal�Clenching

100%

80%

60%

40%

20%

0%

M
ya

lg
ia

Clic
kin

g

Lo
ck

in
g

M
PD

Cap
su

lit
is

O
st
eo

at
hr

iti
s



또한측두하악장애진단명에따라근육통(Myalgia), 근막동통증후군(MPD), 정복성관절원판전

방 전위(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

(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6개을비교한결과근육통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이악

물기가이갈이보다더높은비율을보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이갈기의 부분을 차지하는 밤 이갈기보다는 이악물기가 TMD와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따라서 측두하악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환자의 밤 이갈기 뿐만 아니라 밤 이

악물기와낮이악물기여부를정확히검사해보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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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래래프프77))    이갈기 환자군과 이악물기 환자군의 TMD 임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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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갈이 여부를 정확히 검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갈이 여부를 검사할 때 가장 흔히 사용

하는 방법이 문진이나 문진의 결과를 그 로 신뢰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환자는 이를 악물기만

하는이악물기(clenching)만있을경우는자신은이갈이습관이없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이갈이에의한치아마모와혀와협점막의톱니모양의자국(tongue or cheek ridging)을관찰함

로써 이갈이 여부와 이갈이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환자에게 아침에 턱이 무겁고 뻣뻣한지

(morning stiffness)를 문진함으로써 수면 중의 이갈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침에 턱이 무겁

고 뻣뻣하다고 말한 환자는 부분 수면 중에 이갈이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런 환자는 수면 둥에 이

를갈지는(gringding) 않는다면이악물기(clenching)를할가능성이매우크다. 

전근도검사(electromyography)를 통해서 이갈이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갈이 여부를 확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근전도 검사는 이갈기와 이악물기를 감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재채기, 침삼키기, 잠꼬 등에도반응을하기때문이다.. 

가장정확한이갈이판별법은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를통해서수면중의리드미컬한

근육 운동(RMMA; Rhythmic masticatory muscle activity)을 관찰하는 것이다. 연구 보고에 따

르면전체인구의60%에서이러한근육운동이관찰되었고, 이것이이갈이와관련이있음을보고하

다. 수면중에EEG 상에급격한증가를보이고맥박도증가하는각성(arousal)이정상젊은성인

에서는수면중에1시간에15회정도있으나이각성이비정상적으로길게많이관찰될경우이러한

비정상적인각성이이갈이와관련이있다는연구도있다.[9] [10] [11] [8, 12] [30] [31] [32]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시의 이갈이만을 반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낮동안의이갈이을정확히검사하기위한방법은아직고안되어있지않다.[24]

본 연구에서는 이갈이에 한 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에 한 문진과 임상 검사를 통해서 시행하

다. 그러므로환자의진술의부정확성과술자의판단능력에따라이갈이여부에 한판단에부정

확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밤 동안의 수면 중 이갈이 뿐만 아니라

낮동안의 이갈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이갈이와 측두하악장애와의 관련성에

한계속적인연구가필요하리라생각된다. 

결론

1. 본 연구 상 총 315명의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62.2%인 196명에서 이갈이가 나타났다. 그중

22.4%인71명만이밤이갈기환자 고나머지125명중낮이갈기환자3명을제외한122명은

이악물기환자 다.

2. 이갈이 없는 환자군에서 보다 이갈이 환자군에서 정지시 통증(Rest pain), 기능시 통증

(Loading pain), 수면 후 뻣뻣함(Morning stiffness), 턱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Jaw

pain), 목통증(Neck Pain), 요통(Back pain), 이통(Ear pain), 두통(Headache) 등측두하악

장애의모든증상이더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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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갈이 환자군에서 근막 동통 증후군(MPD), 관절낭염(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

이 더 많이 나타났고, 이갈이가 없는 환자군에서 근육통, 정복성 관절 원판 전방 전위(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관절원판전방전위(ADD without reduction)가더많이나타났다.

4. 밤이갈기보다밤이악물기(Nocturnal clenching)와낮이악물기(Diurnal clenching)에서정

지시 통증(Rest pain), 기능시 통증(Loading pain)), 수면 후 뻣뻣함(Morning stiffness) 턱

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Jaw pain), 목 통증(Neck Pain), 이통(Ear pain), 두통

(Headache) 등측두하악장애의 부분의증상이더높게나타났다. 

5. 밤 이갈기(Nocturnal grinding)에서는 근육통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밤 이악물기(Noctur-

nal clenching)에서는 근막 동통 증후군과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 reduction)

가많이나타났고, 낮이악물기(Diurnal clenching)에서는비정복성관절원판전방전위(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이많이나타났다.

6. 이갈기(Grinding)에서 보다 이악물기Clenching)에서 정지시 통증(Resting pain), 기능시 통

증(Loading pain)), 수면 후 뻣뻣함(Morning stiffness), 턱관절 통증(TMJ pain), 턱 통증

(Jaw pain), 목 통증(Neck Pain), 이통 (Ear pain), 두통(Headache) 등 측두하악장애의 부

분의증상이더높게나타났다. 

7. 이갈이(Grinding)보다 이악물기(Cleching)에서 근육통(Myalgia)을 제외한 근막 동통 증후군

(MPD), 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ADD with reduction),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 전위

(ADD without reduction), 관절낭염(Capsulitis), 골관절염(Osteoarthritis)이 더 많이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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