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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교정치료 전, 후  

수면 이갈이 양상 비교 

 

<지도교수 : 유 형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신 순 현 

 

본 연구는 교정환자 90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 bruxchecker 을 이용하여 

교정 치료 전(T1), 교정치료 종료 후 1 년(T2) 시점의 수면 이갈이 양상을 

측정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골격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료 전(T1) 자료에서 전치부 영역의 이갈이면적비율이 ClⅢ가 

15.72 %로 가장 높고 ClⅡ에서 9.67 %로 가장 낮았다. 대구치 영역은 

ClⅡ가 56.29 %로 가장 높았다.  

2. 교정치료 종료 1 년 후(T2) 견치 영역의 이갈이면적비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 < 0.001), 대구치 영역의 이갈이면적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01) 그러나 전치부, 소구치영역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p > 0.05)  



vi 

3. 교정치료 종료 1 년 후(T2) 대구치 영역 중 협측교두에서 

이갈이면적비율이 평균 9.29 %(p < 0.001)감소하여, 구개측교두에서 

3.53 %(p < 0.001)감소한 것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였다. 

4. 골격패턴에 따른 치료 전, 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견치에서의 이갈이면적비율은 모든 골격패턴에서 증가하였고, 

ClⅢ가 11.24 % 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대구치 영역에서의 

이갈이면적비율은 협측교두, 구개측교두 모두 ClⅡ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5. 발치, 비발치 두 그룹간 비교에서는 모두 치료 전(T1), 치료 후 1 년 

(T2)에서 전치부, 견치, 소구치, 대구치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이상을 종합하여 교정치료를 통하여 수면 이갈이시 견치의 이갈이면적비율은 

증가하며, 대구치의 이갈이면적비율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bruxchecker 를 이용하여 치아, 치주조직, 턱관절 질환의 위험요소인 

대구치 이갈이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교정치료로 인해 이갈이 양상은 

대구치 영역의 비율이 감소하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핵심이 되는 말: 브럭스체커, 이갈이패턴, 수면이갈이, 견치유도교합, 이갈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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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전, 후  

수면 이갈이 양상 비교 

 

<지도교수 : 유 형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신 순 현 

 

 

I. 서론 

 

악안면의 기능적 측면에서 교합재건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보철과 교정이다. 

교정치료는 전체적인 교합을 재형성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보철의 전악수복치

료만큼이나 정밀한 교합형성이 요구된다.  

치의학에서 교합이론은 견치유도와 군기능교합과 같은 교합패턴을 가리킨다 

견치유도 교합은 하악의 편측운동시 견치만이 접촉하여 나머지 치아들을 보호 

한다는 개념이고, 보철과 같은 수복치료나 교정치료에서 지향하는 교합형태이

다. 견치유도의 임상적 적용은 초기 균형교합 옹호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

다. 여러 개의 치아가 동시에 교합하는 것은 교합마모, 치주손상 그리고 악관

절 장애로 이어지며 이것은 임상적 실패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교합마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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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적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오류라고 보았다. 그래서 편심위에서 구

치부를 이개 시키도록 하는 견치 완전피개 보철을 환자에게 적용하였는데, 환

자가 잘 수용하였으며 교합면 마모율도 낮아졌다(Stuart CE, 1957; Thornton, 

1990). 

하지만 이 견치유도라는 개념은 교합기상의 모델이나 임상가들의 관찰에 의

해 생긴 것이다. 실질적 하악의 기능적 운동인 저작, 말하기 등은 치아유도 

동작보다는 기능적 공간 내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Lundeen 

HC, 2005). 따라서 견치유도교합같은 개념은 실제로 grinding 움직임이 강한 

수면 이갈이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Park 등, 2008). 

수면 이갈이는 환자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수행되는 저작 근 골격, 특히 

교근의 규칙적인 또는 연속적인 수축으로 기능적 이상이나 부작용으로 분류

되어왔었다(Drum w, 1962). 20세기 후반에는 수면 이갈이의 병인론적, 생리

학적 의미가 재평가되었는데, 스트레스를 다루는 인체의 정서적 기능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Graf H, 1969; Ramfjord SP, 1971; Reding GR, 

1968).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수면 이갈이를 단순한 기능장애로 여기

지 않고, 누구나 하는 인간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기능 중 하나라는 사상이 

발달해 왔다(Khoury S, 2008; Lavigne GJ, 1996; Lobbezoo F, 2013; Naeije 

M. Lobbezoo F, 2001; Mehta NR, 2000; Sato S, 2008; Sato S, 2009; Sato 

S, 2002; Slavicek R, 2004a; Thorpy MJ, 1990b). 하지만 이갈이 시 저작계

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강한 힘이 작용하여 이는 의식적으로 힘을 준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 결과, 상당한 하중이 치아, 치조골, 치주지지조직, 

턱관절에 가해지고, 저작근육의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 또한 손상시킨다. 이

러한 이유들로, 임상의들은 교합을 진단할 시, 수면 시 이갈이 양상이 중요

한 고려사항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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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델을 이용하여 교합기상에서 측방운동을 재현하는 방법이나, 환자 

구강내에서 교합지를 이용한 측방운동 교합분석은 정확한 기록을 재현하기 힘

들며, 실제 이갈이 할 때의 측방운동과 다르다.  

수면 중 실질적 이갈이 양상을 평가를 위해 bruxchecker를 사용하는데, 

bruxchecker는 Onodera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0.1 mm 두께의 붉은색 폴

리비닐 필름이다(식약처허가 제 496호). Bruxchecker를 이용하게 되면 관찰자

의 편견 없이 실질적이고 동적인 교합접촉점을 시각화 할 수 있고, 생리적 또

는 비생리적 교합접촉점을 식별하며 이갈이 양상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한, 빠르고 쉽게 제작 할 수 있으며, 침습적이지 않아 환자의 협조를 구하기

도 쉽다. 두께가 매우 얇아 하악 움직임에 간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근육활

동 또한 유발하지 않는다(Onodera 등, 2006). 

Bruxchecker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갈이되는 영역을 전치부

(incisal), 견치(canine), 소구치(premolar), 대구치(molar)등으로 나누어 분

석한 것들인데, 그 중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이갈이 할 때 대

구치 이갈이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근육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Sugimoto 등, 2011; Yoshimi 등, 2009). 또한 턱관절 질환 증상인 촉진 시 

저작근육 동통, 하악 운동의 제한, 턱관절음 등이 이갈이 할 때 대구치가 포

함 되면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되어있다(Tokiwa 등, 2008). 

Park 등에 의하면 수면 이갈이에서 대구치 비중이 높을수록, 치주조직 파괴, 

치아 동요도 증가, 치아교모나 치경부 결손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Park 

등, 2008). 

위에 언급한 앞선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구치 이갈이비율이 높

을수록 치아 주위 조직과 턱관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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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좀 더 자세히 나아가서는 대구치중에서도 내측방 접촉(mediotrusive 

contact-palatal cusp)이 턱관절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들과(Kato 등, 

2016; Kawagoe 등, 2009; Tago 등, 2018)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내는 결과들도 

있다 (Minagi 등, 1990; Minagi 등, 1989). 

이와 같이 bruxchecker를 이용하여 턱관절질환, 치아, 치주질환들과 연관성

을 밝힌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수면 중 이갈이 양상이 교정치료 전, 후 어떻

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포괄적 교정치료 후 교합의 기능

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디지털 교합 검사기(Throckmorton 등, 2009; 문지훈, 

2015), 고무인상재(Durbin DS, 1986), photo-occlusion technique(Gazit E, 

1985)등이 이용된 연구들은 있으나 bruxchecker를 이용하여 동적 교합변화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uxchecker를 이용하여 교정치료 전, 후 총 이갈이 

한 면적 분에 각 부위의 상대적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며, 대구치 영

역의 이갈이 비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개측교두와 협측교두, 둘 중 어느 

곳의 변화가 더 큰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골격적인 요소(skeletal pattern), 

발치 여부와의 연관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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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환자의 bruxchecker를 이용하여 치료 전, 후 이갈이 패턴변화를 

분석하는 후향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IRB

승인(IRB No.2-2019-0004)을 받았다.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K개인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포괄적인 교정치료를 진

행한 환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90명(남 23명, 여 67명)의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2대구치까지 모두 맹출한 환자 

 발치 혹은 비발치 교정치료를 진행한 환자 

 치료 전 (T1), 치료 종료 후 1년(T2) 시점에서 bruxchecker기록이 모

두 존재하는 자 

재 교정치료를 진행한 환자, 전신적인 문제를 동반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인 

환자, 다수치아가 소실된 환자는 제외하였다. 초진 시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

이는 23.5세였다. 

교정장치 제거 후 치아주위 조직의 상태와 교합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제거 후 1년일 때 bruxchecker자료를 채득하였다 

(Hwang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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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주요 골격적 및 치성 특징은 표 1에 나와 있다(Table 1).  

 

Table 1. Initial skeletal and dent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Mean SD 

Age(years) 23.56 5.19 

ANB (°)  2.91 3.17 

             ODI (°) 68.34 7.80 

            APDI (°) 85.04 12.69 

SD, standard deviation; ODI, overbite depth indicator; APDI, 

anteroposterior dysplasia indicator   

 

 

Skeletal pattern 과 발치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 (Table 2).   

 

Table 2. Skeletal patterns of subjects 

 ClⅠ ClⅡ ClⅢ 

Total number 36 33 21 

Ext./Non-ext. 10/26 18/15 8/13 

Ext, extraction treatment; Non-ext., non-extrac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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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치료 전 bruxchecker 자료 채득 및 분석 

 

(1) Bruxchecker 

Bruxchecker 시트지를 220°C에서 15초간 가열된 후 BIOSTAR ® (Scheu-Dental, 

Iserlohn, Germany)를 사용하여 환자의 상악 모델에 진공 압착되어 제작된다. 

환자들은 이 장치를 이틀 밤 동안 착용한다. 이갈이로 인해 붉은색 코팅이 벗

겨짐으로써 치아 접촉 상태를 쉽게 볼 수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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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ruxchecker® and grinding pattern on occlusa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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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갈이면적 측정 

  2-1 접촉부위 분류 

  수면 이갈이로 인한 치아 접촉 부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Fig. 2). 

  

Figure 2-1. Grinding area (incisal) 

 

Figure 2-2. Grinding area (c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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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Grinding area (premolar) 

 

Figure 2-4. Grinding area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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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면적 측정 

Bruxchecker의 치아접촉으로 인해 벗겨진 영역의 면적은 Image J softwar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로 측정하였다.  

전치부(I; incisal), 견치(C; canine), 소구치(P; premolar), 대구치(M; 

molar) 각 부위별 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접촉면적(Total grinding area)으로 

칭하였다. (Fig.3) 전체접촉 면적에 상대적인 전치부(I; incisal), 견치(C; 

canine), 소구치(P; premolar), 대구치(M; molar) 영역의 비율은 각각 

백분율(%)로 계산되었다.  

The proportion of grinding area= 
grinding area

total grinding area
 x100 (%) 

(total grinding area=I(incisal) + C(canine) + P(premolar) + M(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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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valuation of grinding pattern using image analyzer yellow 

line including total gri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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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정치료과정 

 

모든 환자에서 0.018 inch 슬롯의 preadjusted edgewise appliance(MBT 

prescription)를 사용하여 전체 치열을 배열하였다. 치료 완료 후 유지기간 

동안 하악, 상악 전치부에 0.018 inch stainless steel 와이어로 제작한 설측 

고정식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를 함께 사용했다.  

 

다. 교정치료 전, 후 이갈이면적비율 비교 

 

치료 완료 후(T2) bruxchecker 자료를 채득하고, 치료 전(T1), 후(T2) 

부위별 이갈이면적비율을 측정하여 비교한다. (Fig.4). 

 

Figure 4. Comparison of grinding area using bruxchecker between T1(left) 

and T2(right) 

 

  

<T1>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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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평가 

 

Bruxchecker 의 측정 및 분석은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조사자 내의 신뢰도 및 재현성 검증을 위해 2 주 간격으로 재 측정하였다.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을 실시하였다. 

 

4.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동일한 조사자에 의해 SPSS statistic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해 이루어졌고 유의수준은 0.05 로 하였다. 

가. 치료 전, 후 비교 

치료 전, 후 에서의 비교 및 유의성 검증을 위해 paired t-test 를 

시행하였다. 모든 계측치에 대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각 부위별 

면적 백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나. 골격적 패턴 ClⅠ, ClⅡ, ClⅢ 치료 전, 후 비교  

각 그룹 간의 치료 전후 변화량의 비교 및 유의성 검증을 위해 

paired t-test 를 시행하였고, 각 그룹간 비교를 위해 ANOVA 를 

시행하였다.  

다. 치료 전, 후 발치, 비발치 그룹별 비교  

발치, 비 발치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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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조사자 내 오차 검정 

 

Bruxchecker의 이갈이면적 계측치에 대한 ICC의 범위는 0.958에서 0.988 사

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치료 전, 후 부위별 이갈이면적비율 

 

교정치료 전, 후 각 부위별 이갈이면적비율(grinding area proportion) 변

화를 살펴보면 전치부 부위의 경우 치료 후 이갈이면적비율이 0.64 % 증가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견치의 경우 치료 후 이갈이면적비율이 10.18 %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p <0.001), 소구치는 2.00 % 증가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는 없었다 (p > 0.05). 

대구치의 경우 협측교두는 치료 후 이갈이면적비율이 9.29 % 유의하게 감소

하였고(p < 0.001), 구개측교두는 3.53 %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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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inding area proportion (%) measurements before treatment (T1), 

after treatment (T2) 

 T1         T2  

area Mean (%) SD Mean (%) SD p-value 

I  12.24 11.14 12.87 10.53 0.654 

C  9.89 7.03 20.07 9.04 < 0.001*** 

P  23.73 8.28 25.74 10.03 0.097 

M(buccal)  21.79 10.12 12.49 7.74 < 0.001*** 

M(palatal) 32.36 11.96 28.82 12.61 0.014* 

SD, standard deviation; I, incisal; C, canine; P, premolar; M (buccal), 

molar buccal cusp; M (palatal), molar palatal cusp; p-valu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1 and T2 (paired t-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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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hange of proportion of grinding area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T1-T2)      

I, incisal; C, canine; P, premolar; M (buccal), molar buccal cusp; M (palatal), molar 

palatal cusp;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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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격적 패턴에 따른 치료 전, 후 이갈이면적비율 

 

치료 전(T1), 전치부(incisal), 견치(canine), 소구치(premolar), 대구치(molar)의 

평균은 Table 4, Figure 6-1 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skeletal pattern 별로 

다르다. 

전치부에서는 이갈이면적비율이 ClⅠ 12.56 %, ClⅡ 9.67 %, ClⅢ 15.72 % 

로 ClⅢ가 가장 높고, 견치에서는 ClⅠ 10.26 %, ClⅡ 10.26 %, ClⅢ 8.67 % 

이며, 소구치의 경우 ClⅠ 23.49 %, ClⅡ 23.79 %, ClⅢ 24.05 % 로 비슷한 

값이다. 대구치의 협측교두에서는 이갈이면적비율이 ClⅠ 22.39 %, ClⅡ 

21.31 %, ClⅢ 21.51 % 이고, 구개측교두의 경우 ClⅠ 31.30 %, ClⅡ 34.98 %, 

ClⅢ 30.04 % 로 ClⅡ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치료 전, 세 그룹(ClⅠ, ClⅡ, ClⅢ)의 각 부위 이갈이면적비율의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 를 시행한 결과 세 그룹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위는 없었다.  

치료 후, 세 그룹의 부위별 평균은 Table 5, Figure 6-2 에 나타나 있고 

치료 전과 마찬가지로 ANOVA 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위는 

없었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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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inding area proportion (%) of skeletal pattern groups  

 T1 T2  

area Mean (%) SD Mean (%) SD p-value 

ClⅠ(n=36)      

I 12.56 11.21 13.28 11.57 0.729 

C 10.26  6.56 19.69 9.39 < 0.001*** 

P 23.49  7.76 23.69 9.54 0.914 

M(buccal) 22.39  9.82 14.01 7.90 < 0.001*** 

M(palatal) 31.30 13.18 29.33 11.38 0.318 

      

ClⅡ(n=33)     

I  9.67  9.47 12.65 11.02 0.197 

C 10.26  8.16 20.58 8.43 < 0.001*** 

P 23.79  7.67 27.34 9.76 0.031* 

M(buccal) 21.31 10.37  9.66 6.35 < 0.001*** 

M(palatal) 34.98 10.92 29.77 11.73 0.028* 

      

ClⅢ(n=21)      

I 15.72 12.85 12.54 8.00 0.360 

C  8.67  5.99 19.92 9.73 < 0.001*** 

P 24.05 10.27 26.74 11.10 0.404 

M(buccal) 21.51 10.67 14.34 8.48  0.008** 

M(palatal) 30.04 11.09 26.47 15.89 0.346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SD, standard deviation; I, 

incisal; C, canine; P, premolar; M (buccal), molar buccal cusp; M 

(palatal), molar palatal cusp; p-valu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1 and T2 (paired t-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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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The proportion of grinding area at T1 (before treatment) for skeletal pattern. I, 

incisal; C, canine; P, premolar; M (buccal), molar buccal cusp; M (palatal), molar 

palatal c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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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The proportion of grinding area at T2 (after treatment) for skeletal pattern. I, 

incisal; C, canine; P, premolar; M (buccal), molar buccal cusp; M (palatal), molar 

palatal c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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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전, 후 골격적 패턴그룹별 변화량 비교 (Table 5, Figure7) 

 

 골격적 요소가 치료 전, 후 변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를 시행해본 결과 세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화량은 없었다 (p > 0.05). 

 

전치부에서는 이갈이면적비율이 ClⅠ0.72 %, ClⅡ 2.98 % 증가하고, ClⅢ 

3.19 % 감소하였다. 견치에서는 ClⅠ 9.43 %, ClⅡ 10.32 %, ClⅢ 11.24 % 

모두 증가하였다. 소구치의 경우 ClⅠ 0.21 %, ClⅡ 3.55 %, ClⅢ 2.69 % 

증가 하였다. 대구치 협측교두에서는 이갈이면적비율이 ClⅠ 8.38 %, ClⅡ 

11.65 %, ClⅢ 7.17 % 모두 감소하였고, 대구치 구개측교두의 경우에도 ClⅠ 

1.98 %, ClⅡ 5.21 %, ClⅢ 3.57 % 모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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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hange of grinding area proportion among skeletal pattern groups  

 
∆ I ∆ C ∆ P ∆ M(buccal) ∆ M(palatal) 

Mean 

(%) 
SD 

p-
value 

Mean 

(%) 
SD p-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Mean 

(%) 
SD 

p-
value 

 

ClⅠ

(n=36)   
+0.72 2.06 0.729 +9.43 1.53 0.00*** +0.21 1.89 0.914 -8.38 1.82 0.00*** -1.98 1.95 0.318 

 

ClⅡ

(n=33) 
+2.98 2.26 0.197 +10.32 1.43 0.00*** +3.55 1.58 0.031* -11.65 1.52 0.00*** -5.21 2.26 0.028* 

 

ClⅢ

(n=21) 
-3.19 3.40 0.360 +11.24 2.03 0.00*** +2.69 3.15 0.404 -7.17 2.42 0.008** -3.57 3.70 0.346 

 

SD, standard deviation; I, incisal; C, canine; P, premolar; M (buccal), molar buccal cusp; M 

(palatal), molar palatal cusp; p-valu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1 and T2 (paired t-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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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ata were analyzed with paired t-tests to compare changes between T1, T2;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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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 전, 후 발치, 비발치 그룹별 비교  

발치, 비발치 집단이 치료 전, 후 수치는 표 6 과 같다(Table 6).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치료 전, 후 자료를 각각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전치부(incisal), 견치(canine), 소구치(premolar), 

대구치(molar) 수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 

 

Table 6. Grinding area proportion (%) measurements of ext. group and 

non-ext. group.  

 Ext.(N=36)   Non-ext.(N=54)  

area Mean (%) SD Mean (%) SD p-value 

T1      

I 13.66 12.34 10.10 8.79 0.13 

C 10.35 6.61 9.19 7.65 0.44 

P 24.11 8.83 23.15 7.46 0.59 

M(buccal) 20.67 10.48 23.47 9.45 0.20  

M(palatal) 31.20 11.63 34.08 12.40 0.26 

      

T2      

I 13.64 12.07 11.72 7.70 0.36 

C 19.59 8.65 20.78 9.66 0.54 

P 26.22 9.60 25.03 10.75 0.58 

M(buccal) 13.34 8.46 11.22 6.43 0.20 

M(palatal) 27.21 12.88 31.24 11.95 0.13 

T1, before treatment; T2, after treatment; Ext., extraction treatment; 

Non-ext., non-extraction treatment, I, incisal; C, canine; P, premolar; 

M (buccal), molar buccal cusp; M (palatal), molar palatal cusp; p-valu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t. and No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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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이갈이(bruxism)이란, 수면 시 일어나는 치아의 악물기(clenching), 

grinding, 마주치기(tapping)등의 이상기능에 대한 총칭이며(Marbach JJ, 

2003), 기능적인 목적과 무관하게 치아를 악물거나 비비거나 가는 것으로 

정의되는 이갈이는 교근 및 기타 저작근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축에 의해 

유발되는 무의식적인 구강 습관이다(Bader G, 2000). 

이갈이는 아주 흔한 습관으로서 인구의 85-95 % 은 조금씩, 그리고 가끔씩 

이를 갈거나 힘을 주어 깨문다는 보고가 있으며 성인의 5-8 % 는 빈번한 

이갈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갈이는 수면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수면의 심도가 얕아지는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김성원, 

2005). 

이갈이는 단순한 기능장애나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여기지 않고, 정상적인 

인간의 생리학적 기능의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이갈이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 역할을 한다는데 기인한다(Lavigne GJ, 

1996; Naeije M Lobbezoo F, 2001; Mehta NR, 2000; Sato S, 2008; Sato S, 

2002; Slavicek R, 2004b; Thorpy MJ, 1990a; Wendt J, 2008). 

하지만 이갈이를 하게 되면 치아는 약 20 분 혹은 그 이상 과도한 힘으로 

접촉을 하게 되어, 저작계와 그와 관련된 조직에 상당한 하중을 가하는 

부작용 또한 있다(MJ, 1979).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 부작용의 영향은 

이갈이양상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대구치영역의 이갈이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비생리적인 하중이 저작계에 가해질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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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ruxchecker 자료를 채득하여 교정치료 전, 후 수면 이갈이 

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치료 전, 후 자료는 정규성을 따라 paired t-test 를 시행한 결과 전치부, 

소구치영역에서는 p 값이 각각 0.654, 0.09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견치에서 이갈이면적비율이 10.18 % 나 치료 후에 증가하게 

되었고, 동시에 대구치에서는 총 12.83 %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치아, 치주질환, 턱관절 질환의 위험요소로 꼽은 대구치의 

grinding이 교정치료를 통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구치 중에서도 구개측교두에서의 치아 접촉이나 간섭이 저작기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구개측교두 

접촉 유병률은 15-30 % 로 비교적 낮은 유병률(Molin C, 1976; Wänman A, 

1986a, 1986b)에서 77-94 % (Egermark-Eriksson I, 1981; Hochman N, 1995)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20 세기 전반기 동안, 대부분의 저자들은 

협측교두와 구개측교두 접촉이 이롭다고 주장했고, 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러한 접촉들(간섭들)은 대부분 하악운동기능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겨져 

왔다. 2000 년 이전까지는 구개측교두접촉이 턱관절에 보호효과를 준다는 

제안도 있었다(Minagi 등, 1990; Minagi 등, 1989). 

근래에 일부 연구는 대구치의 구개측교두에서의 접촉(mediotrusive side)과 

턱관절 질환의 징후와 증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했고, 다른 연구들은 

중요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여 아직까지 논란 중이다 (Kato 

등, 2016; Kawagoe 등, 2009; Minagi 등, 1990; Minagi 등, 1989; Tago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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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구치에서 구개측교두, 협측교두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협측교두에서 9.29 % 나 감소한 것으로, 구개측교두의 3.53 % 감소 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교정치료를 통해 견치유도교합이 형성 되면서 이갈이 

중 측방운동 작업측인 협측교두영역이 많이 줄게 된 것으로 유추된다.   

골격적 요소와 연관 지어 보면, 선행연구에서 ClⅡ인 사람들은 근육 증상,  

이갈이(bruxism)을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했다(Henrikson T, 1997). 이 사실을 

토대로 ClⅡ환자들은 대구치의 이갈이면적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치료 전 자료를 골격적 패턴에 따라 

ClⅠ,Ⅱ,Ⅲ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대구치 이갈이면적비율이 ClⅠ은 

53.69 %, ClⅡ는 56.29 %, ClⅢ는 51.55 % 로 ClⅡ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마모도와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치부 영역에선 ClⅢ가 

다른 골격패턴에 비해 마모가 심하다고 보고되었고 (Warren 등, 2002), 

ClⅡ의 경우 반대로 전치부 부위마모도가 가장 적고 대구치에서 가장 

마모도가 크다고 보고되었다(Janson 등, 2010). 본 연구에서도 치료 전 

자료를 살펴보면 전치부 영역에서 ClⅢ는 15.72 % 로 가장 높았고, ClⅡ는 

9.67 % 로 가장 낮아 선행연구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료 전, 후 변화량을 살펴 보면 전치부 영역에서 ClⅡ는 이갈이면적비율이 

증가하였고, ClⅢ는 감소하였는데 치료 전 ClⅡ환자는 수평피개값이 커서 

치료 전 계측치인 T1 값이 작고, ClⅢ환자는 수평피개값이 작아 T1 값이 큰 

것에 기인한다. 견치영역의 이갈이면적비율 변화는 9.43 % ~ 11.24 %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ClⅢ가 가장 많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치료 전 ClⅢ의 

견치위치가 가장 불리하여 T1 값이 가장 작아서이다. 대구치의 

협측교두영역에서는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ClⅡ가 11.65 % 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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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감소하였다. 대구치의 구개측교두에서도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가운데 

ClⅡ가 5.21 % 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Bruxchecker 를 이용하여 치아, 치주조직, 턱관절 질환의 위험요소인 

대구치 이갈이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교정치료 후 견치유도교합이 

형성되면서 대구치의 이갈이면적비율이 줄어 들게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Bruxchecker 를 이용하여 수면 시 동적 교합을 확인함으로써 교정치료와 같은 

교합 재건치료의 진단 및 치료계획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갈이면적의 절대적인 수치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갈이를 한 

전체 면적에 대한 각 부위의 상대적인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면적비율 이외에 절대적인 수치로 면적 변화량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며, 턱근육의 EMG(electromyographic) test 혹은 이갈이 운동 

해석을 위한 condylograph 등을 병행하는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갈이 시 동적교합분석이 더 용이해 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교정치료 

전과 교정치료 후 1 년 자료만을 활용한 것으로 더 긴 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갈이 양상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점에 따른 비교가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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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교정환자 90 명을 대상으로 bruxchecker 을 이용해 교정 치료 

전(T1), 교정치료 종료 후 1 년(T2) 시점의 수면 이갈이 시 이갈이 양상 

변화를 측정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골격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료 전(T1) 자료에서 전치부 이갈이면적비율이 ClⅢ가 15.72 % 로 

가장 높고 ClⅡ에서 9.67 % 로 가장 낮았다. 대구치는 ClⅡ가 56.29 % 

로 가장 높았다. 

2. 교정치료 종료 1 년 후(T2) 견치의 이갈이면적비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 < 0.001), 구치의 이갈이면적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01). 그러나 전치부, 소구치영역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p > 0.05)  

3. 교정치료 종료 1 년 후(T2) 대구치 협측교두의 이갈이면적비율이  

9.29 % (p < 0.001)감소하여, 구개측교두 3.53 % (p < 0.001)감소한 

것 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였다.  

4. 골격패턴에 따른 치료 전, 후 변화량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그룹별로 변화량(T2-T1) 평균을 살펴보면, 견치의 

이갈이면적비율은 모든 골격패턴에서 증가하였고, ClⅢ가 11.24 % 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대구치는 협측교두, 구개측교두 모두 ClⅡ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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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치, 비발치 두 집단간 비교에서는 치료 전(T1), 치료 후 1 년 

(T2)에서 전치부, 견치, 소구치, 대구치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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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sleep bruxism patterns 

before and after orthodontic treatment  

 

Soonhyun Shin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 Seog Yu, D.D.S., M.S., Ph.D.)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grinding pattern of 90 orthodontic 

patients pre-treatment (T1) and  post-treatment (T2) using a bruxchecker. 

We then quantified and analyzed the changes in grinding pattern 

according to the skeletal parameters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According to pre-treatment (T1) data, incisal area grinding was 

most frequently observed for ClⅢ (15.72 %) and least for ClⅡ 

(9.67 %), while molar grinding was greatest for ClⅡ (56.29 %). 

2. Canine area grinding significantly increased (p < 0.001) 1 year 

after the end of treatment (T2), whereas molar area gr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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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decreased (p < 0.001). No significant change was 

observed for the incisal, premolar regions (p > 0.05). 

3. After treatment (T2), the amount of decrease in molar area 

grinding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buccal cusp, 9.29 % (p < 

0.001), than in the palatal cusp, 3.53 %(p < 0.001).  

4. Analysis of the pre- and post-treatment changes according to 

skeletal patterns reveal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Nevertheless, canine area grinding increased for all skeletal 

pattern categories, with the greatest increase for ClⅢ (11.24 %). 

For both the buccal and palatal cusps of the molar area, ClⅡ 

showed the greatest decrease. 

5. Both the extraction and non-extraction groups demonstra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pre- (T1) and post-treatment (T2) in the 

Incisal, Canine, Premolar, Molar(buccal) and Molar(palatal) 

categories (p > 0.05).  

 

In summary, canine grinding proportion increases and molar grinding 

proportion decreases in sleep bruxism with orthodontic treatment.  

Therefore clinically, a bruxchecker can be used to detect molar 

grinding which is a risk factor for dental, periodontal, and 

temporomandibular diseases and be reduced through orthodontic treatment.  

Key words : Bruxchecker, grinding pattern, bruxism, canine guidance, 

grinding propor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