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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구강 내 골융기와 턱관절 증상 및 구강 악습관과의 상관성 

 

< 지도교수: 허 종 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혜 선 

 

구강 내 골융기는 유전적 요인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경적 요인 중에는 교합 스트레스 및 과도한 저작 기능, 남은 치아의 개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교합 

스트레스와 깊은 상관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내 골융기의 발생에 있어서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한 환자 11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구강내 검진 및 턱관절 증상에 

관한 임상적 검사, 병력 문진을 통하여 구개 골융기 및 하악 골융기 유무, 형태 및 

크기와 턱관절 장애 유무, 기간 및 구강 악습관 유무, 기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유무에 따라 총 세 가지 분류 - 턱관절 장애 

유무에 따른 분류(TMD 분류), 구강 악습관 유무에 따른 분류(PF 분류),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유무의 조합에 따라 네 가지 군으로 분류(TMD/PF 분류) - 

에서 구강 내 골융기의 분포 차이를 알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구개 골융기는 군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TMD 분류, p=0.107; 

PF 분류, p=0.6521; TMD/PF 분류, p=0.436). 하악 골융기는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과 유의적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TMD 분류, PF 분류, TMD/PF 분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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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1), 구강 악습관만 있는 환자군(OR=3.076)이 턱관절 장애만 있는 

환자군(OR=1.861) 및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이 모두 있는 

환자군(OR=2.923)보다 더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기간적 요소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기간이 오래될수록 하악 골융기의 크기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피어슨 상관 분석, 각각 r=0.1303, r=0.2011). 

하악 골융기는 교합력에 반응하여 생성되나, 교합력의 지지 부위인 치열 부위와 

과두의 힘 지지 비중에 따라 같은 교합력에도 골융기의 생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턱관절 장애 환자에서 교합력과 하악 골융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구강 악습관이 있는 경우 하악 과두에 가해지는 

부하에 대한 고려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구강 내 골융기 

생성에 있어 턱관절 장애 환자군과 구강 악습관 환자군을 함께 비교하여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하악 골융기는 턱관절 장애 환자에서 구강 악습관과 같은 

교합 스트레스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적으로 환자의 병력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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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혜 선 

 

 

I. 서 론 

 

골융기(torus)란 경계가 분명한 천천히 성장하는 비종양성 골증식으로 1879년 

Kupfer와 Bessl Hagen 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었다(Pinzón, 2008). 주로 나타나는 

골융기는 구개 골융기와 하악 골융기이다. 구개 골융기(Torus palatinus)는 구개골의 

중심선을 따라 발생하는 결절형 골증식으로, 여성에게 호발하고(Woo, 1950; Haugen, 

1992), 하악 골융기(Torus mandibularis)는 하악의 설측면을 따라 발생하는 골 

결절로 주로 양측성으로 견치에서 소구치부 사이에 나타나며, 남성에게 

호발한다(Hrdlička, 1940; Bernaba, 1977).  

골융기는 젊은 청년층이나 중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유병율은 0%에서 

66%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Eggen et al., 1994). 이러한 높은 유병율에 비하여 

골융기의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그 원인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왔다(Jainkittivong and Langlais, 2000). Eg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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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89)은 골융기의 발생에는 30%의 유전적 요인과 70%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Barbujani et al., 2008; 

Nichol, 1989)이나 X 염색체 연관 우성이나 열성 유전 방식(Eggen and Natvig, 

1991)을 제시된 바 있으나 그 연관성을 증명하지는 못하였고, 인종별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 에스키모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에서 높은 유병율을 

나타냈다(Jarvis and Gorlin, 1972; Reichart et al., 1988; Jainkittivong et al., 

2007). 환경적 요인으로 식이 습관(Al‐Bayaty et al., 2001; Bruce et al., 2004), 

영양 상태(Kerdpon and Sirirungrojying, 1999)와 페니토인(phenytoin) 등과 같이 

칼슘 항상성에 관여하는 약물(Sasaki et al., 1999) 및 골 대사 조절 호르몬 

약물(Morrison and Tamimi, 2013)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 중 환경적 요인의 주를 

이루는 것은 교합 스트레스 및 과도한 저작 기능(Eggen and Natvig, 1986; Haugen, 

1992; Kerdpon and Sirirungrojying, 1999)과 관련된 것들이다. Eggen(1986)에 

의하면 과도한 근육의 힘은 교합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것이 하악 골융기 생성의 

원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과 구강 내 

골융기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보고들은 많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골융기의 유병율이나 특징 분석에 대한 보고는 많았으나, 골융기의 크기 성장에 대한 

보고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강 내 골융기 발생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 교합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골융기의 크기 성장 및 형태를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유무 및 

기간적 요소와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구강 내 골융기와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과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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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조사 대상 환자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제외 기준에는 

악골에 외상이나 종양 병력이 있는 환자, 구치부 치아가 없는 환자, 최근 6개월 내에 

보툴리눔 톡신 주입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포함하였다. 조사한 환자수는 

1187명이었으며,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제외시킨 후 연구 대상 환자수는 

1146명이었다. 

 

2. 조사 항목 

환자의 조사는 턱관절 장애 검진 및 본 검사에 맞추어 훈련된 9명의 의사가 

시행하였다. 구강내 검진 및 턱관절 증상에 관한 임상적 검사, 병력 문진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구강 내 골융기 

< 구개 골융기 > 

크기는 Woo의 분류(1950)에 따라 mild, moderate, severe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Table 1), 형태는 편평형(flat), 결절형(nodular), 방추형(spindle), 

소엽형(lobular)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Thoma and Goldman,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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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cheme for classification of the size of torus palatinus (Woo, 1950) 

 Elevation (mm) Width (mm) Length (mm) 

Small Under 3 Under 10 Under 15 

Medium From 3-5 From 10-15 From 15-25 

Large Above 5 Above 15 Above 25 

 

 

Figure 1. Type classification of torus palatinus(TP). A: flat TP,  B: nodular TP,  C: spindle 

TP, D: lobular TP 

 

 

< 하악 골융기 > 

크기는 골융기의 기저부에서 첨부까지의 높이에 따라 mild(0-

3mm)/moderate(3-6mm)/severe(6mm이상)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Reichart 

et al., 1988). 형태는 완만형(bulging)과 소엽형(lobulated)로 구분하였고, 

완만형은 기저부의 너비가 소구치 2개의 근원심 직경 이하이면 완만 좁은형, 그 

이상이면 완만 넓은형으로 나누었으며, 소엽형은 소엽의 개수에 따라 단일 소엽형, 

이중 소엽형, 다중 소엽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좌우 양측 모두 조사하여,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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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다른 경우 큰 골융기를 기준으로 기록하였으며, 형태가 다른 경우 크기가 

큰 골융기의 형태를 우선하여 기록하였다. 

 

 

Figure 2. Type classification of torus mandibularis(TM).  

A: narrow bulging, B: wide bulging, C: single lobuated, D: double lobulated, E: multiple 

lobulated 

 

 

 

Figure 3. Size classification in wide bulging type of torus mandibularis(TM). 

A: mild (under 3mm), B: moderate (from 3-6mm), C: severe (above 6mm) 

Arrows: The measurement is height from base to apex of t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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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1) 턱관절 장애 

턱관절 장애를 주소로 본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 현재나 과거에 다음과 같은 

증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로 분류하였다(Dworkin 

and LeResche, 1992; Molina et al., 2001). 

1. 턱관절 통증이나 근육 통증이 있는 경우 

2. 하악 운동시 관절음이 있는 경우 

3. 하악의 기능 운동시 어려움을 느끼거나, 최대 개구량 35 mm 미만의 개구 

제한이 있는 경우 

 통증 항목은 관절 자체의 통증과 교근, 측두근 및 목빗근의 근육 통증을 촉진 

및 문진을 통하여 조사 기록하였다. 관절음은 관절 부위를 촉진하여 

조사하였으며, 개구량은 하악 전치 절단연의 중심선에서 절치간 거리를 

측정하였다(Feteih, 2006). 

 

2) 구강 악습관 

구강 악습관은 본 연구에서는 이악물기와 이갈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 및 구강 내 임상 검사를 함께 시행하였으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Canto et al., 2012; de la Hoz-Aizpurua et al., 2011; van der 

Zaag et al., 2012).  

< 설문 항목 >  

 당신은 이를 악 물거나 이를 가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 때 이를 간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나 근육 피로감 등이 느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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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검사 > 

 대합치의 치아 마모면에 해당하는 교합면 마모(wear facet) 

 과도한 치아 동요도나 지각 과민성 치아 

 혀의 교흔(tongue scalloping)이나 협점막의 교합평면과 일치하는 

백선(hyperkeratotic ridges in the cheeks) 

위와 같은 조사 결과, 설문 항목 중 2가지 이상에서 ‘네’라고 대답하고, 임상 검사 

항목 중 1가지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에 구강 악습관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단, 임상 검사 항목 중 교합면 마모(wear facet)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설문 

조사 항목에서 1가지 이상에서만 ‘네’라고 대답하여도 구강 악습관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기간적 요소와 구강 내 골융기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이 있었던 기간을 각각 병력 조사를 통하여 기록하였다. 

 

3. 평가 항목 및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SAS 9.2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 <0.05 로 하였다. 

가.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유무에 따른 구강 내 골융기의 발생 차이 

1) 턱관절 장애 유무에 따른 구강 내 골융기 발생 차이 (TMD 분류)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군 700명과 턱관절 장애가 없는 환자군 446명에서 

구개골 융기 및 하악골 융기 발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성별, 연령 및 기록자수를 보정하였다. 

2) 구강 악습관 유무에 따른 구강 내 골융기 발생 차이 (PF 분류) 

구강 악습관이 있는 환자군 431명과 구강 악습관이 없는 환자군 715명에서 

구개골 융기 및 하악골 융기 발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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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성별, 연령 및 기록자수를 보정하였다. 

3)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유무에 따라 4가지 군으로 분류 후 군간 차이 검정 

(TMD/PF 분류)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의 유무에 따라 총 4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다 없는 환자군(nTMD/nPF)은 362명, 턱관절 장애가 있고 구강 악습관을 

가지지 않은 환자군(TMD/nPF)은 35명, 턱관절 장애는 없으나 구강 악습관을 

가진 환자 군(nTMD/PF)은 84명,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환자군(TMD/PF)은 

347명이었다. 이들 네 가지 군에서 구개 골융기, 하악 골융기에 대해 군간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고, 성별, 연령 및 

기록자 수를 보정하여 오즈비(Odds ratio)로 나타내었다. 

 

나.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과 구강 내 골융기의 크기 및 형태와의 상관성 

TMD 분류, PF 분류, TMD/PF 분류 각각에 대하여 구개 골융기와 하악 골융기의 

크기 및 형태 분포를 조사 기록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카이 제곱 검정 및 Fisher의 

정확검정법을 이용하였다. 

 

다.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의 기간과 골융기의 크기 및 형태와의 상관 관계 

분석 

턱관절 장애가 있고 골융기를 가지는 환자군에서 턱관절 장애의 기간과 골융기의 

크기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고, 골융기 형태와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구강 악습관이 있고 골융기를 가지는 환자군에서 구강 악습관과 

골융기의 크기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고, 골융기 

형태와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 

3-201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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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환자 분포  

연구 대상 환자는 총 1146명으로 남자 440명(38.4%), 여자 

706명(61.6%)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1.5±14.8세(범위 12-82세)이고, 항목별 

환자 분포도는 표에서 제시하였다(Table 2, 3). 성별 분포는 여성에서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이 호발하였으며, 연령 분포는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이 20대와 

30대에 많이 나타나나, 전반적으로 연령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Table 4, 5). 

구개 골융기는 271명(23.6%)의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며, 크기는 mild, moderate, 

severe가 각각 208명(76.8%), 54명(19.9%), 9명(3.3%) 순으로 나타났다. 구개 

골융기의 형태는 편평형이 2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결정형, 방추형, 

소엽형이 각각 14명(5.2%), 15명(5.5%), 3명(1.1%)의 분포를 보였다. 하악 

골융기는 735명(64.1%)의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며, 크기는 mild(0-3mm), 

moderate(3-6mm), severe(6mm이상)가 각각 403명(54.8%), 229명(31.2%), 

103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하악 골융기의 형태는 결측치 82명을 제외하고, 

완만 좁은형, 완만 넓은형, 단일 소엽형, 이중 소엽형, 다중 소엽형이 각각 

203명(31.1%), 240명(36.8%), 61명(9.3%), 91명(13.9%), 58명(8.8%)으로 나타나 

완만 넓은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Table 6). 성별 및 연령 분포에서 하악 

골융기는 남녀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20-4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Table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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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patien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Variables                             Numbers(%) 

Gender 
Male 440 (38.4%) 

Female 706 (61.6%) 

 Age 

10s 214 (18.7%) 

20s 477 (41.6%) 

30s 186 (16.2%) 

40s 100 (8.7%) 

50s 90 (7.9%) 

60s 47 (4.1%) 

70s 23 (2.0%) 

80s 9 (0.8%) 

Total n = 1146 (100%) 

 

Table 3. Distribution of patients according to variables 

Variables 
Presence 

n(%) 
Absence 

n(%) 

Temporomandibular disorders 700 (61.1%) 446 (38.9%) 

Oral Parafunctions 431 (37.6%) 715 (62.4%) 

Torus palatinus 271 (23.6%) 875 (76.4%) 

Torus mandibularis 735 (64.1%) 411 (35.9%) 

Masseter hypertrophy 582 (50.8%) 564 (49.2%) 

Total n = 1146 (100%) 

 

Table 4. Gender distribution of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parafunctions (PF), torus palatinus (TP) and torus mandibularis (TM) 

Gender 
TMD  

n (%) 
PF  

n (%) 
T P  

n (%) 
T M  

n (%) 

Male  (n=440) 200 (45.5%) 130 (29.5%) 84 (19.1%) 283 (64.3%) 

Female (n=706) 500 (70.8%) 301 (42.6%) 187 (26.5%) 452 (64.0%) 

Total 700  431 271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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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ge distribution of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parafunctions (PF), torus palatinus (TP) and torus mandibularis (TM) 

 

 

Table 6. Characteristics of torus palatinus and torus mandibularis 

 Torus palatinus  Torus mandibularis 

Size 

Mild 208 (76.8%)  Mild 403 (54.8%) 

Moderate 54 (19.9%)  Moderate 229 (31.2 %) 

Severe 9 (3.3%)  Severe 103 (14.0%) 

Type 

Flat 239 (88.2%)   Narrow bulging 203 (31.1%) 

Nodular 14 (5.2%)   Wide bulging 240 (36.8%) 

Spindle 15 (5.5%)   Single lobulated 61 (9.3%) 

Lobular 3 (1.1%)   Double lobulated 91 (13.9%) 

    Multiple lobulated 58 (8.8%) 

Total n 271 (100%)  n 735 (100%) 

(Missing data of 82 patients were excluded for type of torus mandibularis) 

 

Age 
TMD  

n (%) 
PF  

n (%) 
T P  

n (%) 
T M  

n (%) 

10s  (n=214) 118 (55.1%) 64 (29.9%) 48 (22.4%) 119 (55.6%) 

20s  (n=477) 282 (59.1%) 187 (39.2%) 128 (26.8%) 323 (67.7%) 

30s  (n=186) 129 (69.4%) 91 (48.9%) 52 (28.0%) 128 (68.8%) 

40s  (n=100) 61 (61.0%) 40 (40.0%) 18 (18.0%) 67 (67.0%) 

50s  (n=90) 55 (61.1%) 32 (35.6%) 15 (16.7%) 52 (57.8%) 

60s  (n=47) 33 (70.2%) 11 (23.4%) 7 (14.9%) 29 (61.7%) 

70s  (n=23) 16 (69.6%) 5 (21.7%) 2 (8.7%) 12 (52.2%) 

 80s  (n=9) 7 (77.8%)) 1 (14.3%) 1 (14.3%) 5 (71.4%) 

Total 700  431 271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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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유무에 따른 구강 내 골융기 발생 

차이 

1) 턱관절 장애 유무에 따른 구강 내 골융기 발생 차이 (TMD 분류, Table 7) 

- 구개 골융기는 턱관절 장애가 있는 군과 없는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1072), 하악 골융기는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군에서 없는 

환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p<0.0001). 

Table 7. Presence of torus according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TMD Torus palatinus p-value Torus mandibularis p-value 

Present (n=700) 170 (24.3%) 

0.1072 

486 (69.4%) 

<0.0001 

Absent (n=446) 101 (22.6%) 249 (55.8%) 

Total 271   735   
 

Adjusted for sex, age and examiner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2) 구강 악습관 유무에 따른 구강 내 골융기 발생 차이 (PF 분류, Table 8) 

- 구개 골융기는 구강 악습관이 있는 군과 없는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6521), 하악 골융기는 구강 악습관이 있는 환자군에서 없는 

환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p<0.0001). 

Table 8. Presence of torus according to parafunctions (PF) 

PF Torus palatinus p-value Torus mandibularis p-value 

Present (n=431) 122 (28.3%) 
0.6521 

325 (75.4%) 
<0.0001 

Absent (n=715) 149 (20.8%) 410 (57.3%) 

Total 271  735  
-  

Adjusted for sex, age and examiner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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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 유무에 따라 4가지 군으로 분류 후 군간 차이 검정 

(TMD/PF 분류, Table 9,10) 

- 구개 골융기는 4가지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362). 

하악 골융기는 4가지 군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p<0.0001),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 모두 없는 환자군(nTMD/nPF)에 비하여 구강 악습관만 있는 환자군

(nTMD/PF)에서 3.076,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 모두 있는 환자군(TMD/PF)

은 2.923, 턱관절 장애만 있는 환자군(TMD/nPF)은 1.861 순의 오즈비를 나타

냈다(Table 9, 10).  

 

 

Table 9. Presence of torus according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or 

parafunctions (PF) 

Variable 

nTMD/nPF 

(n=362) 

n (%) 

TMD/nPF 

(n=353) 

n (%) 

nTMD/PF  

(n=84) 

n (%) 

TMD/PF  

(n=347) 

n (%) 

Torus palatinus 

n=271 (100%) 

75 

(27.7%) 

74 

(27.3%) 

26 

(9.6%) 

96 

(35.4%) 

Torus mandibularis 

n=735 (100%) 

182 

(24.8%) 

228 

(31.0%) 

67 

(9.1%) 

258 

(35.1%) 
-  

nTMD/nPF, patient group who don’t have any TMD and PF; TMD/nPF, patient group who have 

only TMD without PF; nTMD/PF, patient group who have only PF without TMD; TMD/PF, 

patient group who have both TMD and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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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ssociation of torus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parafunctions (PF) 

among 4 groups 

Variable 
nTMD/nPF 

 

 

TMD/nPF 
 

OR(95% CI) 

nTMD/PF 
 

OR(95% CI) 

TMD/PF 
 

OR(95% CI) 
p-value 

Torus  

palatinus 
1 

1.273 

(0.816-1.986) 

0.900 

(0.480-1.689) 

1.332 

(0.867-2.046) 
0.4362 

Torus 

mandibularis 
1 

1.861 

(1.328-2.609) 

3.076 

(1.713-5.523) 

2.923 

(2.045-4.178) 
< 0.0001 

-  

OR, odds ratios adjusted for sex, age and examiner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CI, 

confidence intervals 

nTMD/nPF, patient group who don’t have any TMD and PF; TMD/nPF, patient group who have 

only TMD without PF; nTMD/PF, patient group who have only PF without TMD; TMD/PF, 

patient group who have both TMD and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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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과 구강 내 골융기의 크기 및 형태

와의 상관성 

1) 구개 골융기 

- 크기 분포 : TMD 분류, PF 분류, TMD/PF 분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able 11-1, 2). 

- 형태 분포 : 공통적으로 편평형의 구개 골융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으나, TMD 

분류, PF 분류, TMD/PF 분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2-1, 2). 

 

 

Table 11-1. Size of torus palatinus according to pres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 parafunctions (PF) 

 

Size 

p-value 

Mild Moderate Severe 

TMD 

Present (n=170) 127 (74.7%) 35 (20.6%) 8 (4.7%) 

0.2250
*
 

Absent (n=101) 81 (80.2%) 19 (18.8%) 1 (1.0%) 

PF 

Present (n=122) 92 (75.4%) 26 (21.3%) 4 (3.3%) 

0.9066
†

 

Absent (n=149) 116 (77.9%) 28 (18.8%) 5 (3.6%) 

Total 208 54 9  
 

*
 Chi-square test;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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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 Size of torus palatinus in 4 groups according to pres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or parafunctions (PF) 

TMD*PF 

Size 

p-value
*
 

Mild Moderate Severe 

nTMD/nPF (n=75) 61 (81.3%) 13 (17.3%) 1 (1.3%) 

0.8010 

TMD/nPF (n=74) 55 (74.3%) 15 (20.3%) 4 (5.4%) 

nTMD/PF (n=26) 20 (76.9%) 6 (23.1%) 0 (0%) 

TMD/PF (n=96) 72 (75.0%) 20 (20.8%) 4 (4.2%) 

Total 208 54 9  
 

*
 Fisher’s exact test  

 

 

Table 12-1. Type of torus palatinus according to pres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 parafunctions (PF) 

 
Type 

p-value
*
 

Flat Nodular Spindle Lobular 

TMD 

Present 

(n=170) 
149 (87.6%) 9 (5.3%) 9 (5.3%) 3 (1.8%) 

0.7564 

Absent 

(n=101) 
90 (89.1%) 5 (5.0%) 6 (5.9%) 0 (0%) 

PF 

Present 

(n=122) 
108 (88.5%) 5 (4.1%) 9 (7.4%) 0 (0%) 

0.2754 

Absent 

(n=149) 
131 (87.9%) 9 (6.0%) 6 (4.0%) 3 (2.0%) 

Total 239 14 15 3  
-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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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2. Type of torus palatinus in 4 groups according to pres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 parafunctions (PF) 

TMD*PF 

Type 

p-value
*
 

Flat Nodular Spindle Lobular 

nTMD/nPF (n=75) 66 (88.0%) 5 (6.7%) 4 (5.3%) 0 (0%) 

0.4200 

TMD/nPF (n=74) 65 (87.8%) 4 (5.4%) 2 (2.7%) 3 (4.1%) 

nTMD/PF (n=26) 24 (92.3%) 0 (0%) 2 (7.7%) 0 (0%) 

TMD/PF (n=96) 84 (87.5%) 5 (5.2%) 7 (7.3%) 0 (0%) 

Total 239 14 15 3  
-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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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 골융기 

- 크기 분포 : TMD 분류, TMD/PF 분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F 분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67). 즉, 구강 악습관이 

있는 환자군에서 없는 환자군보다 크기가 큰(severe type) 하악 골융기의 발생 

비중이 유의적으로 더 많았다(Table 13-1, 2). 

- 형태 분포 : 공통적으로 완만 넓은형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으나, TMD 분류, PF 

분류, TMD/PF 분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4-1, 2). 

 

 

Table 13-1. Size of torus mandibularis according to pres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 parafunctions (PF) 

 
Size 

p-value
*
 

Mild Moderate Severe 

TMD 

Present (n=486) 260(53.5%) 150(30.9%) 76 (15.6%) 

0.2015 
Absent (n=249) 143(57.4%) 79 (31.7%) 27 (10.8%) 

PF 

Present (n=325) 168 (51.7%) 99 (30.5%) 58 (17.8%) 
0.0267 

Absent (n=410) 235 (57.3%) 130 (31.7%) 45 (11.0%) 

Total 403 229 103  
-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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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2. Size of torus mandibularis in 4 groups according to pres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 parafunctions (PF) 

TMD * PF 

Size 

p-value
*
 

Mild Moderate    Severe 

nTMD/nPF (n=182) 102 (56.0%) 62 (34.1%) 18 (9.9%) 

0.0751 

TMD/nPF (n=228) 133 (58.3%) 68 (29.8%) 27 (11.8%) 

nTMD/PF (n=67) 41 (61.2%) 17 (25.4%) 9 (13.4%) 

TMD/PF (n=258) 127 (49.2%) 82 (31.8%) 49 (19.0%) 

Total 403 229 103  
-  

*
 Chi-square test 

 

Table 14-1. Type of torus mandibularis according to pres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 parafunctions (PF) 

 

Type 

p-value
*
 Bulging Lobulated 

Narrow Wide Single Double Multiple 

TMD 

 

Present 

(n=486) 

133 

(27.4%) 

165 

(34.0%) 

36 

(7.4%) 

54 

(11.1%) 

43 

(8.8%) 

0.2255 

Absent 

(n=249) 

70 

(28.1%) 

75 

(30.1%) 

25 

(10.0%) 

37 

(14.9%) 

15 

(6.0%) 

PF 

Present 

(n=325) 

94 

(28.9%) 

104 

(32.0%) 

25 

(7.7%) 

40 

12.3%) 

30 

(9.2%) 

0.7536 

Absent 

(n=410) 

109 

(26.6%) 

136 

(33.2%) 

36 

(8.8%) 

51 

(12.4%) 

28 

(6.8%) 

Total 203 240 61 91 58  
-  

(Missing data of 82 patients were excluded for type of torus mandibularis)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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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2. Type of torus mandibularis in 4 groups according to pres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and parafunctions (PF) 

TMD * PF 

Type 

p-value
*
 Bulging Lobulated 

Narrow Wide Single Double Multiple 

nTMD/nPF 

(n=182) 

49 

(26.9%) 

53 

(29.1%) 

19 

(10.4%) 

30 

(16.5%) 

8 

(4.4%) 

0.4356 

TMD/nPF 

(n=228) 

60 

(26.3%) 

83 

(36.4%) 

17 

(7.5%) 

21 

(9.2%) 

20 

(8.8%) 

nTMD/PF 

(n=67) 

21 

(31.3%) 

22 

(32.8%) 

6 

(9.0%) 

7 

(10.4%) 

7 

(10.4%) 

TMD/PF 

(n=258) 

73 

(28.3%) 

82 

(31.8%) 

19 

(7.4%) 

33 

(12.8%) 

23 

(8.9%) 

Total 203 240 61 91 58  
-  

(Missing data of 82 patients were excluded for type of torus mandibularis)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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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의 기간과 하악 골융기의 형태 및 

크기와의 상관 관계 분석  

   조사 자료들의 통계 검정을 통하여, 군간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된 하악골 융기에 

대해서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의 기간적 요소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Table 

15). 턱관절 장애가 있고 하악 골융기를 가진 환자(486명)에서 하악 골융기의 

형태는 턱관절 장애 기간과 유의적 상관성이 없었으며(ANOVA, p=0.7892), 크기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피어슨 상관 분석, 

r=0.1303). 마찬가지로, 구강 악습관이 있고 하악 골융기를 가진 환자(325명)을 

대상으로 구강 악습관 기간과의 상관성 분석하였으며, 기간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답한 환자 82명을 제외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구강 악습관의 기간은 하악 골융기 

형태와는 유의적 상관이 없었으며(ANOVA, p=0.1385), 크기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피어슨 상관 분석, r=0.2012). 

 

Table 15. Correlation between torus mandibularis (size, type) and duration 

(temporomandibular disorders, parafunctions) 

 

TM size* 

 

TM type
†
 

Correlation (r) p-value F-value p-value 

TMD duration 0.1303 0.0118  0.43 0.7892 

PF duration 0.2012 0.0007  1.75 0.1385 
 

TM, torus mandibularis; TM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PF, parafunctions 

*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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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턱관절 장애란 측두하악관절, 저작근 및 연관된 해부학적 구조물의 임상적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이다(De Leeuw, 2008). 관절적 측면에서는 외상이 가장 큰 

원인 요소로, 거대 외상과 미세 외상이 있는데(Yun and Kim, 2005; Zhang et al., 

1999; Grushka et al., 2007), 이 중 미세 외상은 장기간에 걸쳐 관절 구조에 적은 

양의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발생하며, 혈류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증 및 

유리기(free radical) 생성으로 관절 구조는 파괴된다. 근육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근육의 사용이 근육 통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Okeson and de Leeuw, 

2011). 즉, 관절과 근육 모두 부하가 과도하여 생리적 범위를 넘어서면 턱관절 

장애로 이어진다. 과도한 부하는 구강 내 골융기와도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면에서 골융기와 턱관절 장애의 관계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턱관절 장애와 구강 

내 골융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하악 골융기가 근육 통증 및 근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는 보고(Nakamura et al., 2007)가 있었던 반면에, 두통 

환자에서는 하악 골융기가 높은 유병율을 나타냈다는 보고(Clifford et al., 1996)도 

있었다. 최근 들어 하악 골융기를 턱관절 장애의 위험을 높이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Sirirungrojying and Kerdpon, 1999)고 주장한 데 이어, 다양한 치과적 요인 

및 전신적 요인을 보정한 통계 분석을 시행한 연구에서 구강 내 골융기와 치아 마모 

및 턱관절 장애와의 강한 상관성을 제시한 바 있다(Morrison and Tamimi, 2013). 

구강 악습관(oral parafunctions)은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골격근의 활성화가 

기능적 목적 없이 일어나 구강악계에 잠재적인 손상을 수반할 경우를 일컫는 말로, 

이갈이, 이악물기 뿐 아니라 껌 씹기, 손톱 물어뜯기, 혀나 입술 깨물기 등의 습관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기계적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것은 이갈이와 이악물기로, 

이는 턱관절 장애의 위험 요소임을 일찍이 여러 저자들이 언급해 왔다(Carlsson et 

al., 2002; Marklund and Wänman, 2010; Wigdorowicz-Makowerowa et al., 1979). 

구강 악습관 중 이갈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의 유병율을 보이며, 그 원인으로 교합 

간섭, 감정적 스트레스, 특정 약물 및 가족적 소인 등이 제시되어 왔다(Poveda Roda 

et al., 2007).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수면 이갈이는 교합이나 구강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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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적 구조 등의 주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경 전달 물질, 정서적 스트레스 

및 수면 각성 등과 같은 중추 신경계적 요소가 원인 요소로 작용하여, 그 신호의 

결과가 구강악계에서 표현될 뿐이며, 이것이 기능적 정상 임계치를 넘을 경우 치아 

교모나 근육 통증 및 턱관절 장애 등의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Ommerborn et al., 2012). 이갈이나 이악물기는 중추 신경계적 신호로 

인하여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므로 습관적 요소로 분류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용어 자체도 현재는 구강 악습관(oral parafunctions), 비기능 

활성(parafunctional activity), 비기능 습관(parafunctional habit)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Canto et al., 2012; Melchior et al., 2012; Michelotti et al., 2010). 

구강 악습관시 발생되는 힘은 정상적인 기능력보다 크게 나타나고(Okeson, 2008), 

Canto 등(2012)은 사례 대조군 연구를 통하여 이갈이가 있는 환자군에서 이갈이가 

없는 환자군에 비하여 하악 골융기가 4배 더 많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과의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이들 

사이의 상관성은 제시되어 왔으나, 연구들 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최근까지 

원인-결과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Michelotti et al., 2011). 이갈이가 

턱관절 장애의 소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원인이 관절 구조에 가해진 과도한 부하에 

있는지 근육 손상에 있는지, 두 요인이 모두 관여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고(Svensson et al., 2008), 반복되는 이악물기가 급성 근육 통증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것이 만성적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개시 요인은 아니라고 

하였다(Manfredini and Lobbezoo, 2010). 하지만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의 

상관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된다. 이악물기 환자에서 정상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근막 동통(Myofacial pain)이 많이 나타남(오즈비 4.8)을 밝힌 연구(Huang et al., 

2002)가 있었고, 근육 경련 및 근육 피로는 만성적인 구강 습관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으며, 하악의 기능 제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Laskin, 1969). 또한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시행한 20년간 전향적 추적 연구에서 이갈이와 

턱관절 장애 증상 간의 유의한 상관성을 증명한 바 있다(Magnusson et al., 2005). 

따라서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은 과학적으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강한 상관성을 가지며, 이들의 공통 원인 요소인 과도한 교합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교합 스트레스를 위험 요소로 삼아, 구강 내 

골융기 발생에 있어서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 두 가지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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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골융기는 남아 있는 치아 개수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고(Miyaura et al., 

1999), 유치악 환자에서 무치악 환자보다 2배 더 구개 골융기 및 하악 골융기가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Al Quran and Al-Dwairi, 2006), 50세 이상에서는 기능 

치아의 상실 및 저작력 감소로 골융기가 개조(remodeling)되어 크기가 감소한다는 

보고(Eggen and Natvig, 1991)가 있었다. 이렇듯 하악 골융기 발생 기여 요인으로 

제시되어 온 남은 치아 개수, 구치부 마모 정도, 저작력, 구강 악습관, 턱관절 장애 및 

저작근 발달 등(Canto et al., 2012)은 공통적으로 기계적인 교합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Pechenkina and Benfer Jr, 2002; Sirirungrojying and 

Kerdpon, 1999). 

Wolff의 법칙에 의하면 외력을 가하면 골조직의 개조가 촉진되고, 골조직이 

강화된다(Roberts et al., 1987; Reddy et al., 2002).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뼈조직의 외력의 정도는 골의 형태로부터 추측 가능하다고 하여, 수면 

이갈이 등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골의 개조 및 부피 증가를 촉진시킨다고 제시한 바 

있다(Christen et al., 2012). 또한 원숭이 모델의 상안와 골융기(supraorbital 

torus)에 대하여 시행한 기계적 자극에 대한 유한 요소 분석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곳에 골 침착이 증대되고, 스트레스가 적은 곳에서는 골 흡수가 확인되어, 

기계적 스트레스가 골의 밀도와 형태를 결정한다고 하였다(Kupczik et al., 2009). 더 

나아가 분자 생물학적으로 하악골 유래 골모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계적 

스트레스 부하는 골모세포의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κB 

ligand(RANKL) 및 osteoprotegerin(OPG) 등의 발현을 변화시켜 골대사의 주요 

조절 인자로 작용한다(Yamamoto et al., 2012). 이에 하악골은 교합력이라는 기계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있으며, 치조골은 특히 6.7μm/day로 다른 

부위보다 높은 대사 회전 속도를 나타내므로(Vignery and Baron, 1980; Shimomoto 

et al., 2007), 하악 치조골은 기계적 스트레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개 골융기의 유무, 크기 및 형태는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과 

유의적 상관성이 없었다. 이는 기존에 구강 악습관, 턱관절 장애 등 저작력 요소가 

하악 골융기와는 유의적 상관 관계를 가지나 구개 골융기와 상관성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Kerdpon and Sirirungrojying, 1999; Kerdpon and Sirirungrojying, 1999; 

Yoshinaka et al., 2010)과 일치하는 결과로, 구개 골융기는 교합력의 영향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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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으며, 유전적 요인 등 타 요인에 의해 더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악 

골융기는 TMD 분류, PF 분류, TMD/PF 분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MD/PF 분류에 의한 4가지 군에서 오즈비는 nTMD/PF군에서 가장 높고, 

TMD/PF군, TMD/nPF군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조군(nTMD/nPF군)과 비교시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 모두 하악 골융기의 발생율을 높이는 데에 관여하며, 그 

영향력은 구강 악습관(OR=3.076)이 턱관절 장애(OR=1.86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악 골융기의 크기 및 형태 통계 결과에서도, PF 분류에서만 하악 

골융기의 크기 분포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크기 성장에 있어서도 

구강 악습관이 턱관절 장애보다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합 스트레스는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이 모두 있을 때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하악 골융기는 구강 악습관만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교합력의 지지는 하악 과두 부위와 소구치 및 대구치와 같은 치열 부위에서 

담당하는데 그 지지 비중에 따라 같은 교합력이 가해지더라도 골융기의 형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Pechenkina 등(2002)은 과도한 교합력은 

턱관절 부위의 병리적 원인이 되고, 외골증의 기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과도한 교합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그 지지 비중이 치열 부위에 편중될 경우 

골융기가 잘 생성되고, 반대로 과두부의 지지 비중이 클 경우 골융기 생성은 적으나 

턱관절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과두 흡수의 원인들 중 과두부 

압박(compression)이 주요하게 거론되고(Gunson et al., 2012), 구치부가 결핍된 

환자에서 턱관절 장애가 높은 발병율을 보이는 것(Costen, 1934)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치료적 측면에서는 TMD/PF군과 같이 매우 강한 교합 

스트레스에도 하악 골융기의 형성이 적다면, 과두부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악 골융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교합력이 치열 

부위로 전달된다는 의미이므로, 턱관절 장애의 환자에서 이러한 교합 스트레스의 

조절이 잘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과두부의 병리적 손상이 없어 턱관절 치료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하악 골융기의 유병률이나 특징 분석에 관한 많은 보고들이 있어 왔으나, 

하악 골융기의 크기 변화에 대한 보고는 드물었다. 1999년에 하악 골융기의 크기는 

구강 악습관과 유의적 상관성이 없다(P=0.12, chi-square)는 보고(Kerdpon and 

Sirirungrojying, 1999)가 있었고, 같은 해 다른 저자에 의하면, 하악 골융기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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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장애의 심도와 관계 없다(P=0.4)고 하였다(Sirirungrojying and Kerdpon, 

1999). 이와 반대로, 골융기의 크기와 기간적 요소의 관계가 최근에 와서 주목 받고 

있는데, 2012년 사례 대조 연구에서 구강 악습관의 심도와 하악 골융기의 크기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대략적인 경향성을 보고한 바 있고(Canto et al., 2012), 같은 

해 환자 병력 연구에서 턱관절 장애 심도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구강 악습관의 기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Melchior et al.,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대략적 

경향성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하악 골융기의 형태는 기간과 상관성이 없었으며, 

그 크기는 턱관절 장애의 기간(r=0.1303), 구강 악습관의 기간(r=0.2012)과 각각 

양의 상관 관계 가짐을 밝히는데 부가적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기간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합 스트레스의 강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인 추적을 통한 종적 

연구를 하는 등 하악 골융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화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악습관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항목을 세분화하고,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임상적 증상들을 참고하여, 병력 조사에서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이갈이 환자들 중 본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18-46%임을 감안할 때에(Panek et al., 2012), 구강 악습관이 있는 실제 환자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결과값에서도 하악 골융기와 구강 

악습관과의 유의한 상관성이 관찰되나, 조사되지 못한 실제 구강 악습관 환자수를 

고려한다면, 그 유의성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는 본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면 다원 검사(polysomnography) 등을 이용한 

구강 악습관 검사(de la Hoz-Aizpurua et al., 2011) 및 물리적 교합 스트레스 검사 

등의 정량적 측정 방법을 이용한 진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턱관절 장애와 구강 내 골융기와의 관계에서 하악 과두 골표면의 변화, 골흡수, 관절 

공간의 변화 등과 같은 하악 과두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들의 관계를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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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구강 내에 발생하는 골융기 중에서 구개 골융기와 하악 골융기의 

생성에 있어 턱관절 장애 환자군과 구강 악습관 환자군을 함께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이 구강 내 골융기 발생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개 골융기는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과 유의적 상관 관계가 

없었다(p=0.4362). 

2. 하악 골융기는 턱관절 장애 및 구강 악습관을 가진 환자에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p<0.0001). 

3. 하악 골융기는 턱관절 장애와 구강 악습관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구강 

악습관만 있는 환자에서 오즈비 3.076 으로, 턱관절 장애만 있는 환자의 

오즈비 1.861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턱관절 장애(r=0.1303, p=0.0118) 및 구강 악습관의 기간(r=0.2012, 

p=0.0007)이 오래될수록 하악 골융기의 크기는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 

따라서, 하악 골융기는 턱관절 장애 환자에서 구강 악습관과 같은 교합 스트레스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적으로 환자의 병력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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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of oral tori seems to be an interplay of genetic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but still controversial. The major environmental factor includes occlusal stress, excessive 

masticatory function, the number of present remained teeth and so on. Bo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oral parafunctions have strong relations with occlusal stres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TMD) and oral parafunctions(PF) on oral 

tori formation.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1146 patients who visited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of Gangnam Severance Hospital between January and June 2012. The presence, size and 

type of torus palatinus and torus mandibularis were investigated by oral examination. Symptom 

and duration of TMD and PF were recorded by clinical examination and history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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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inding out torus formation according to variables, patients were divided by total three 

classification – by presence of TMD (TMD classification), by presence of PF (PF classification) 

and divided into 4 groups by presence of TMD and PF (TMD/PF classification). Statisticall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classification, mentioned above.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orus palatinus(TMD classification, p=0.107; PF 

classification, p=0.6521; TMD/PF classification, p=0.436). Torus mandibularis ha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both TMD and PF(p<0.0001 in all three classification). Patient group with PF 

alone(OR=3.076) had stronger association with torus mandibularis than patient group with TMD 

alone(OR=1.861) and patient group with both TMD and PF(OR=2.923). The longer duration of 

TMD and PF, the bigger size of torus mandibularis was appeared significantly(pearson correlation 

analaysis, r=0.1303, r=0.2011 respectively). 

Although it is considered that torus mandibularis have direct association with occlusal stress, 

if the same amount of occlusal stress was given, torus mandibularis would be produced in different 

amount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occlusal stress support by posterior teeth or condylar part.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occlusal stress and oral tori together for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additional study for association with condylar status is needed 

in the future. It is meaningful study that both patient with TMD and patient with PF were 

investigated together comparatively at oral tori formation. In conclusion, torus mandibularis will 

provide the information at occlusal stress point of view such as oral parafunctions to help 

clinician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by historical consideration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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