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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bruxism and torus mandibularis of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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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bruxism and torus mandibularis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75 patients diagnosed with TMD and 433 control patients at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November 1, 2017 to June 30, 2018. Self-reported bruxism and torus mandibularis in each
group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statistically. Female in sex distribution and prevalence of self-reported bruxism and torus
mandibularis was more common in TMD group than in control group (p <0.05). Bruxism and torus mandibularis might be useful as
indicators of increased risk of 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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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는 구
강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비치성통증

nal activity)과 야간 활동(noctunal activity)을 하는 동안 이악
물기(clenching)와 같은 단일성 수축이나 이갈이(bruxing)와
같은 율동적인 수축의 형태로 나타나며, 저작근육의 과활성을
나타낸다[2,4].

(nondental pain)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증상으로

하악골융기(torus mandibularis)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외

는 측두하악관절(temporomandibular joint)과 저작근의 통증,

골증(exostosis)으로, 주로 소구치 부위 악설골융선(mylohyoid

관절잡음(clicking sound), 개구 제한(mounth opening limita-

ridge) 위에 나타난다[5,6].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tion), 귀의 통증, 두통 등이 주로 나타난다[1,2].

진화(evolution), 유전적 요소, 과도한 저작기능(masticatory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교합상태, 외상, 정서적 스트레
스, 심부통증 유입, 이상기능 활동(parafunctional activity) 등

hyperfunction) 등이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고[7], 다른 연구자들
은 과도한 교합력이 외골증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믿고 있다[8].

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 TMD의 많은 원인들 중에서

따라서 이갈이와 같은 이상기능 활동이 하악골융기와 TMD

이갈이(bruxism)는 정서적 스트레스 및 이상기능 활동과 관련

의 원인과 관련된다면, TMD 환자에서 하악골융기는 더 많은 유

되어 병력검사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이갈이는 주간 활동(diur-

병률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TMD 임상검사를 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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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에 하악골융기의 존재를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MD 환자에서 이갈이와 하악골융기의 유병
률을 조사하여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으로 분류하여 환자의 성별 분포, 이갈이 및 하악골융기의 발현
율, 이갈이와 하악골융기의 상관관계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chi square test를 사용하였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의 비교는 t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결 과
환자의 분포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조선대학교 치
과병원에 내원한 TMD로 진단된 환자 375명(남자 153명, 여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자 222명)과 TMD의 병력이 없는 환자 433명(남자 223명, 여

TMD 환자군이 37.79세, 대조군이 46.17세로 나타났다. 성별비

자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대학교 치과

율은 TMD 환자군에서 남성 40.8%, 여성 59.2%, 대조군에서 남

병원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CUD-

성 51.5%, 여성 48.5%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HIRB-01805-001).

(p ＜0.05)를 보였다(Table 1).

연구방법

이갈이의 유병률

모든 환자들은 치료 전에 병력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나이와

이갈이의 유병률은 TMD 환자군에서 42.9%, 대조군에서

성별을 조사하였다. 임상검사에서 하악골융기와 이갈이 존재

15.9%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p ＜0.05)를 보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이갈이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낮과 밤

다(Table 2).

에 이악물기나 이갈이와 같은 비기능적 습관(parafunctional
habits)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같이 잠을 자는 사람(sleep part-

하악골융기의 유병률

ner)이나 주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는 동안 이갈이 여부에 대
한 습득된 정보를 통해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하악골융기는

하악골융기의 유병률은 TMD 환자군에서 22.7%, 대조군에서

하악 제 1, 2 소구치 설측부위에 시진과 촉진을 통해 골의 융기

6.7%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p ＜0.05)를 보였다

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Fig. 1). 하악골융기의 크기,

(Table 3).

개수와 좌, 우측 존재유무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통계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TMD 환자군과 대조군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
Sex
Male
Female
Average age (y)
Male
Female
Total

Fig. 1. Tori mandibularis (arrows).

Group
TMD (n=375)

Control (n=433)

153 (40.8)
222 (59.2)

223 (51.5)
210 (48.5)

36.75±19.72
38.50±18.95
37.79±19.26

45.01±19.51
47.40±20.50
46.17±20.01

p -value
0.002a

<0.001b
<0.001b
<0.001b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M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the chi-square test (p <0.05).
b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the t-tes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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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bruxism in each group
Group
Bruxism
Yes
No

TMD
(n=375)

Control
(n=433)

161 (42.9)
214 (57.1)

69 (15.9)
364 (84.1)

Total
(n=808)
230 (28.5)
578 (71.5)

p -value
<0.001a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M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Yes, existence; No, none-existence.
a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the chi-square test (p <0.05).

Table 3.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torus mandibularis in each
group
Torus
mandibularis
Yes
No

Group
TMD
(n=375)

Control
(n=433)

85 (22.7)
290 (77.3)

29 (6.7)
404 (93.3)

Total
(n=808)
114 (14.1)
694 (85.9)

p -value
<0.001a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M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Yes, existence; No, none-existence.
a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the chi-square test (p <0.05).

Table 4. Comparison of prevalence of bruxism and torus mandibularis in each group
Torus mandibularis

Group
TMD
Bruxism
Yes
No
Total
Control
Bruxism
Yes
No
Total

Yes

No

Total

p -value
0.263

32 (19.9)
53 (24.8)
85 (22.7)

129 (80.1)
161 (75.2)
290 (77.3)

161 (100)
214 (100)
375 (100)

3 (4.3)
26 (7.1)
29 (6.7)

66 (95.7)
338 (92.9)
404 (93.3)

69 (100)
364 (100)
433 (100)

0.39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M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Yes, existence; No, none-existence.

되는 강도의 힘을 가하고 때로는 생리적 내성을 넘어가는 강도
의 근육 과활성(muscle hyperactivity)을 나타냄으로써 TMD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2].
Sierwald 등[11]과 Reissmann 등[12]은 주간과 야간에 이
갈이를 할 때 TMD와 관련된 통증이 더 증가한다고 하였고,
Blanco Aguilera 등[13]도 야간의 이갈이는 60세 이하 여성에

이갈이와 하악골융기 유병률의 상관관계

서 통증성 TMD 증상 및 만성통증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
였다. 이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TMD 환자군에서 이갈이가

TMD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이갈이와 하악골융기 유병률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4).

유의하게 많아 이갈이가 TMD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하악골융기는 대부분 하악 견치와 후방 대구치 사이에 나타
나는 골 융기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20–40세 사이에 주로 발

고 찰

생하고 대부분 양측으로 나타난다[14]. 그리고 성별 차이는 일
정하지 않지만 하악골융기는 구개융기(torus palatinus)에 비해

TMD는 턱관절 및 저작근 부위에 통증과 기능장애를 나타내

남성에서 주로 나타난다[1,14,15].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식

는데, 일반적으로 10–20대에 주로 발병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이습관, 칼슘의 과다섭취, 다양한 치과적 요소(dental factors),

유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국내

약물(medication),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s)와 같은

및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다[1,3,9]. 본 연구에서의 평균 연령은

환경적 요인들이 하악골융기의 형성에 관여된다고 보고되었고

TMD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며, 성별은 TMD 환자군에

[14,16], 쌍둥이(twins)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요

서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TMD는 여성에서 호발

인과 치아를 가는 행위(teeth grinding)가 연관될 수 있다고 하

한다는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Table 1).

였다[7].

이갈이는 TMD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여 요인으로, 유병

Clifford 등[17]은 하악골융기의 발생은 이악물기와 치아를

률은 연구보고마다 매우 차이가 크다[10]. 원인은 정확하게 알

가는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TMD 환자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려져 있지 않지만 교합간섭(occlusal interference), 정서적·육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하악골융기는 대조군에 비해

체적 스트레스, 수면장애, 유전적 소인, 중추신경계의 장애 등

TMD 환자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 Clifford 등[17]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4].

일치하였으며, 하악골융기와 TMD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

이갈이는 주간과 야간에 나타나는데, 구강안면 부위에 부담이

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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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융기는 이악물기와 치아를 가는 행위와 같은 이상기능
활동과 연관성이 높으며[17,18], 치아의 마모, 교합력(occlusal
force)과도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9-21]. 즉, 이악물기와
치아를 가는 행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이갈이는 근육의 과
활성과 관련된 과도한 교합력으로 TMD의 원인과 하악골융기
의 발생과 연관되어 질 수 있다.
Sirirungrojying와 Kerdpon의 연구[8]에서도 TMD 환자들이
더 높은 이상기능 활동과 하악골융기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이
갈이와 같은 행동의 과도한 힘의 결과가 하악에 스트레스를 가
해 하악골융기의 발생과 TMD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갈이와 하악골융기의 발현율의 상관관
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어 Bertazzo-Silveira 등[21]의 연구
와 유사하였고, 이갈이와 하악골융기와의 관련성은 입증하기
어려웠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TMD와 하악골융기의 원인
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좀 더 많은 샘플로 장기
간의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TMD 환자에서 이갈이와 하악골융기의 상관관계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MD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이갈이
와 하악골융기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이갈이와 하악골융기의
유병률은 대조군보다 TMD 환자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갈
이와 하악골융기의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이갈이와 하악골융기
가 TMD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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