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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ymptoms, diagnoses, clinical treatment and prognoses of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of
unknown origin. The study included 61 patients (13 males, 48 females, mean age 60.8 years) who experienced orofacial pain of unknown
etiology, except for those with definite causes including dental pain, infection, osteomyelitis, and temporomandibular joint disease.
Clinical examinations included patients’ clinical signs, radiological examinations (radiographs, CT, MRI, bone scan), blood tests,
thermography, electric pulp tests, electrophysiological examinations, and anesthesia for diagnostic purposes. The treatment methods
included medication, physiotherapy, dental treatment, periodontal treatment, surgical operation, and consult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cise diagnosis and symptoms for each patient.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and evaluated the treatment
duration and prognosis for each diagnosis. There were more female patients than male patients (78.7% female) and the mean age for all
participants was 60.8 years. The mean duration of treatment for orofacial pain was 32 months; the traumatic neuropathy group had the
shortest duration, 29.1 months, and the trigeminal neuralgia group had the longest duration, 52.9 months. Atypical odontalgia was the
most favorable prognosis, followed by psychological pain, trigeminal neuralgia, traumatic neuropathy, and atypical facial pain. In all
cases of oral facial pain, a significant relief of symptoms was observed after treatment. The outcome of current medications and physical
therapies for patients with unexplained orofacial pain is generally good.
KEY WORDS: Clinical treatment, Orofacial pain, Prognosis

증상이 확연하게 다를 수도 있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서

론

만 신체적, 임상적으로 아무런 이상증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구강안면 통증은 만성적이면서 복합적인 안면부 통증과

Okeson에 의하면 구강안면 통증은 신체적인 요소(Axis

구강기능 장애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치의학의 분야이다

1)와 심리적인 요소(Axis 2)로 구분된다[3,4]. 신체적인 요

[1,2]. 또한, 두개 내 및 두개의 구조물과 연관된 병소나 장

인은 치성 통증을 포함하여 턱관절 장애, 저작근이나 경추

애, 신경혈관성 장애, 신경병변성 장애, 그리고 심인성 통

같은 근골격계 장애, 구강 점막 질환이나 침샘질환 같은

증장애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구강안면 및 목 부위의 통증

구강연조직의 장애, 삼차신경통이나 편두통, 포진후 신경

을 의미한다. 구강안면부는 구조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통, 신경병변성 통증 같은 신경이나 혈관의 장애 등을 들

신경의 분포가 조밀하고 복잡하며 신체 및 심리적인 조건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은 정신적 혹은 심리적 문제로 신

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구강안면 통증이나 질병이

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회 및 정서적

발생 할 경우 임상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

요인들은 통증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주원인일 수도 있

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환자에 따라

으며, 통증을 유지하는 주된 요인일 수 있다. 구강안면통
증 환자의 인성에 대한 심리적인 고찰은 우울증, 무쾌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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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안, 질병 행동과 인성, 치료전후의 인성 특성 등에 대
해 보고된 바 있다[5-7].
구강안면통증을 조절 및 치료 하기 위해 교합장치치료
(splint),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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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diagnosis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물리치료는 온열요법, 냉각요법,
이온삼투요법, 경피성 전기신경자극요법, 침술 및 레이저

Diagnosis

Number

치료 등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임

Atypical facial pain
Traumatic neuropathy
Trigeminal neuralgia
Psychologic pain
Atypical odontalgia
Total

22
17
14
5
3
61

상경험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인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구강안면
통증을 가진 환자들의 증상과 진단, 임상적 치료 과정 및 예
후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부가적인
검사들이 시행되었다. 기본적인 문진, 방사선 사진과 함께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구강악안

턱관절의 진행성 병변이나 과두의 흡수가 의심되거나, 정

면외과에 내원한 구강안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치

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Bone scan이나 CT촬영을 시행하

성 통증, 감염, 골수염, 턱관절 질환 등 원인이 명확하게

였고, 심한개구 제한 및 악성병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MRI

밝혀진 질환을 제외한 61명의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

를 촬영하였다. 다른 전신적인 질환이 의심되거나 염증성

였다. 13명의 남성, 48명의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60.8세

병소가 의심될 경우에는 의심될경우에 혈액검사도 시행하

였다. 감별 진단을 위해 환자들의 임상 증상 및 병력을 청

였고, 외상성 신경병변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체열검사

취하고 주된 증상과 부가적인 증상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

및 정량적 감각 검사(QST: Quantitative Sensory Test)도 시

라 영상의학적검사(일반 방사선 검사, CT, MRI, bone scan),

행하였다. 그 외에는 삼차신경통 혹은 감각이상 등의 증상

혈액검사, 체열검사(Thermography), 전기치수검사, 전기생

이 의심될 경우 근전도검사(EMG: electromyography), 정

리학적검사, 진단 목적의 국소 마취 등을 시행하였다. 치

량적 감각 검사, 체성감각 유발전위 검사(SEP: somatosensory

료 방법으로는 환자의 정밀 진단과 증상 등 여러 가지 상

evoked potential), 안와하신경 전달마취 등도 선별적으로 시

황을 고려하여 상담 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치아 치료,

행하였다. 치성 통증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는 전기치수검사

치주 치료,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였다. 의무기록지를 후

(EPT: electric pulp test)도 시행하였다(Table 2). 환자별로 치료

향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환자들 별로 진단을 세분화 하

방법은 다양했는데, 기본적인 약물치료가 63명으로 가장 많

였고, 진단에 따른 치료기간과 치료 예후를 평가 하였다. 진

Table 2. Types of examinations

단은 심인성 통증(psychologic pain), 외상성 신경병변증
(traumatic neuropathy), 삼차신경통(trigeminal neuralgia), 비

Examinations

특이성 안면통증(atypical facial pain), 비특이성 치통(atypical

Radiographs
CT
MRI
Bone scan
Blood test
Thermatography
Etc.

odontalgia) 군으로, 총 5개로 분류 하였다. 치료 예후는 임
상적 및 환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1:excellent,
2:good, 3:favorable, 4:static, 5:poor 등으로 평가 하였고,
이를 각 군 별로 평균 내었다. 이전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
법으로 치료 경과 및 예후를 평가한 바 있다[8,9].
본 임상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Number
61
13
4
22
12
3
6

Etc.: SEP, QST, EPT, EMG, Infraorbital nerve block.
These cases were duplicate counted.

의 승인(IRB: B-1610/368-105) 하에 시행되었다.

Table 3. Types of treatments

결

Treatment

과

Medication
Physiotherapy
Periodontal treatment
Surgery
Prosthetic treatment
Consultation
Endodontic treatment

61명의 구강안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 치료
기간은 32개월 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여성 환자들이
78.7%를 차지하여 남성 환자들에 비해서 많았으며, 전체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0.8세 였다. 세부 진단은 비특이성
안면통증 군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상성 신경병변증

These cases were duplicate counted.

군이 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Table 1). 진단은 임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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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61
21
16
11
9
6
4

A retrospective clinical study
았고, 물리치료가 2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Table 3). 약물은

치료 경과로는 비특이성 치통이 2.00으로 가장 양호하였

보통 소염진통제(NSAIDs, COX-2 inhibitors), 항생제,

으며, 다음으로 심인성 통증, 삼차신경통, 외상성 신경병변

carbamazepine, gabapentin, nortriptyline, 보툴리눔톡신, 항

증, 비특이성 안면통 군 순이었다(Table 5). 환자들이 호소

우울제, 비타민제(Beecom, Vitamin B12), 각종 연고 및 가

하는 주된 증상 외에 부가적인 증상들은 특별히 다른 증

글액(capsaicin ointment, Extractum chamomillae ointment,

상이 없는 경우가 55명, 안면부 부종이 3명, 상악동염이

ketoprofen ointment, dexamethasone gargle) 등을 선별적으

동반된 경우가 2명,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로 사용하였다. 물리치료는 주로 레이저 치료와 전기침자극

가 2명, 구강내 궤양 2명, 구강건조증으로 불편감을 호소

요법(EAST: Electric Acupuncture Stimulation Therapy)이

하는 환자가 1명, 턱관절 통증 1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시행하였다. 보철 치료는 주로 보철물을 제거한 경우가 많

(Table 6). 부가증상들은 1명의 환자는 상악동염과 안면부

았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성 치통, 외상성

부종이 복합되어 나타났다. 구강안면 통증이 발생하게 된

신경병변증, 금이 간 치아(crack tooth syndrome) 등이 의

소인을 추정, 분석해보았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심되면서, 진단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27명,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한 경우가 18명, 보철물 장착

경우에 시행하였다. 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는

이후 발생한 경우가 7명, 발치 후 발생한 통증이 5명, 근

보철물 재제작, 교합조정, 혀의 자극을 제한하는 보철물

관치료 후 발생한 경우가 4명, 치과 마취 후 발생한 설신

(tongue protector) 제작 등을 시행하였다. 수술적 접근법으

경 손상의 경우가 2명, 하치조신경전위술 이후 발생한 경

로는 임플란트 지대주 제거, 치근단절제술, 전정성형술, 절

우가 1명, 의치 장착 후 발생한 경우가 1명, 이갈이로 발

개 및 배농술, 삼차신경절단술, 감마나이프수술 등을 시행

생한 통증인 경우가 1명, 뇌종양제거 후 발생한 통증이

하였다. 치주 치료는 임플란트주위염이 있을 경우 소파술

1명 등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1명의 환자는 임플란트,

혹은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고, 각화치은이 부족한 경우

근관치료, 보철물 장착 등의 소인이 복합되었다. 임상 및

에 각화치은형성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근관치료는 전

부가적 검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특이 소견으로는 특이

기치수검사에 반응 없는 경우, 금이 간 치아 등에서 선별

소견이 없는 경우가 51명, 치조골 소실이 5명, Bone scan

적으로 시행하였다. 상담치료의 경우에는 자세한 병력 청

검사상 턱관절 및 안면부위 증가된 섭취율(increased

취 및 자세한 의무기록 작성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할애

uptake ratio)을 보인 경우가 3명, 치근단 병소가 있는 경우

하여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상담을 시행하였다. 치과 외적
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

Table 6. Types of additional symptoms

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에 의뢰하여 협진을 시
행하였다.
임상 진단 별로 평균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삼차 신
경통 군이 52.9개월로 가장 치료가 장기화되었고, 비특이
성 치통 군 이 16.3개월로 가장 치료기간이 짧았다(Table 4).
Table 4. Duration of treatment
Diagnosis

Month

Trigeminal neuralgia
Psychologic pain
Traumatic neuropathy
Atypical facial pain
Atypical odontalgia

52.9
37.2
29.1
26.6
16.3

Diagnosis

Number

No specific
Swelling
Sinusitis
Mental abnomality
Ulcerative lesion
Dry mouth
Temporomandibular disorder

55
3
2
2
2
1
1

These cases were duplicate counted.
Table 7. Origin for diseases
Origin for disease
Unknown
Dental implant
Prosthesis
Extraction of tooth
Endodontic treatment
Dental anesthesia
Inferior alveolar nerve transposition surgery
Denture
Bruxism
Removal of brain tumor

Table 5. Clinical prognosis of diagnosis
Outcome

Atypical facial pain
Traumatic neuropathy
Trigeminal neuraliga
Psychologic pain
Atypical odontalgia

Additional symptoms

2.80
2.70
2.60
2.40
2.00

1: excellent, 2: good, 3: favorable, 4: static, 5: poor.

These cases were duplicate 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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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2
1
1
1
1

Dong-Woo Kang and Young-Kyun Kim
Table 8. Clinical & Radiological findings
Specific findings
No specific
Periodontal bone loss
Increased uptake
Apical bone lesion
Paresthesia

통증으로, 주로 얼굴의 한 쪽에서 전기가 통하는 듯이 극
Number

심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난다. 갑자기 통증이 발현되

51
4
3
3
3

며, 얼굴, 잇몸, 치아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증이
한 번 지나간 후에는 다음 통증 발현될 때 까지 통증이 없
으며 항경련제를 투약하거나 경피적 신경블록술 혹은 뇌
감압술 등의 수술적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특이성
안면통은 뇌 신경의 특성을 가지지 않고 다른 진단에 해

These cases were duplicate counted.

당되지 않으며 지속되는 통증이 특징적이다. 약물치료, 심
리치료, 물리치료, 외과적 수술 등이 사용되며, 주로 삼환
성 항우울제와 항경련제를 사용한다. 비특이성 치통은 임

가 3명, 감각이상이 3명 등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상적,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지만 만성적
인 통증을 나타내고 치과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고

찰

특징이다. 종종 치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지속적
인 격통을 보인다.

구강안면통증은 구강안면부위의 중추 혹은 말초 신경계

구강안면통증의 치료 원칙은 치성 통증인지 비치성 통

에서 발생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비정상에 의해 발생한다.

증인지 감별을 먼저 해서 치성 통증이면, 교합조정, 근관

구강안면부위에서 표정, 저작, 발음 등의 섬세한 근육 운

치료, 치주치료 등을 시행하여 증상의 경감 유무를 판단해

동이 이루어지고 감각이 다른 부위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보아야 한다. 비치성 통증이면 감별 진단 및 치료 계획이

구강안면통증은 미약할지라도 환자들의 불편감을 호소하

훨씬 복잡할 수 있다. 물리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는 정도가 다른 통증보다 크게 나타난다. 초기에서는 체성

려져 있는데, 환자에게 온열찜질 또는 냉각요법을 적용하

감각성통증이 주로 나타나지만, 만성화 될수록 사회심리

거나,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서 적절히 사용하면 효

학적인 측면이 점점 커지게 된다.

과가 좋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진통 및 근이완 효과를 주어

구강안면통증은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할수 있으며 병인

안면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구강안면 통증을 개선 시

론 또한 매우 다양하다. 심인성 통증은 애매모호한 통증을

켜주기 때문이다[10-13]. 약물치료도 악안면통증에 효과적

호소하는 경우로, 체성화와 같은 심리적 문제가 관여되며, 신

인 치료 방법이다[3]. 주로 사용하는 약물로는 비스테로이

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심리적 혹은 정신적 문제 때

드 소염진통제, 국소 마취, 코티코스테로이드, 근이완제,

문에 치통이나 안면통이 유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항히스타민제, 보툴리눔톡신 주사, 항우울제 등이 있다

통증은 여러 치아 혹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다양한

[14-16]. 수술적 접근은 주로 삼차신경통으로 진단 받은 경

부위로 옮겨 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통증이 생길 만한 원

우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고려해볼

인을 발견할 수 없고, 치과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정

수 있다.

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심인성 통증으로

본 연구에서 치료방법은 치성 통증을 유발할 만한 요인

진단 한 경우도 명확한 통증 유발 요인이 없으며, 정상 소

이 있는 경우는 근관치료, 치주 치료, 보철치료, 절개 및

견을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배농술 등 원인을 제거하는 치과적인 치료가 시행되었고,

받은 병력 등을 참고하여 진단을 내렸다. 외상성 신경병변

심리적 통증 환자들은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치료,

증은 신경손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으로, 주된 원인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와 환자의 강력한 요구로 임

은 제3대구치의 수술적 발거, 하악신경 전달마취, 임플란트

플란트를 제거하기도 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도

수술, 근관치료 등의 의원성 손상 및 외상이고, 간혹 바이

함께 한 경우도 있었다. 외상성 신경병변증 으로 진단된

러스 감염, 방사선 치료, 악성 종양의 전이 등에 의해서도

환자들은 gabapentin, carbamazepine, 항우울제, 비타민제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은 감각이 둔화된 증상을 나타내는

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 전기침자극요법이나 레이

경우도 있고, 지각 이상, 이상감각, 통증 등과 같이 감각이

저 치료 같은 물리치료, dexamethasone 주입, 보툴리눔톡신

비정상적으로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다. 주로 지속적이거

주입, 캡사이신 연고, soft splint 장착, omnivac neurostent

나 발작성의 통증과 함께 불쾌한 감각이 함께 발현되고 염

(Stent 착용하면서 내면에 capsaicin 연고 도포), 마취통증

증성 통증과는 달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는 거의 반

의학과와 협진 등으로 치료했다. 삼차신경통 환자들은

응을 보이지 않는다.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으로 통증을

carbamazepine, gabapentin,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 보툴

조절할 수 있으나 완치시키는 약물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리눔톡신 주입, dexamethasone gargle, 레이저 혹은 전기침

삼차신경통은 삼차신경의 발작성 흥분에 의해 나타나는

자극요법 물리치료, 신경절제술,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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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상신경절 블록술(stellate ganglion block), 뇌신경센터

는 약물 요법이 주된 치료이며, 경피적 신경블록술 혹은

와 협진하여 감마나이프 수술을 통한 감압술 등을 시행하

뇌감압술, 신경절단술 등의 침습수술적 방법에 대한 부담

였다. 비특이성 안면통은 carbamazepine, 항우울제, imotun

감으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서 치료 기간이 매우 길어진

등의 약물치료, dexamethasone gargle, 마취통증의학과, 뇌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안면통증은 대체로 치료가 쉽지 않

신경센터 등의 협진을 통한 상담치료, 레이저나 ozonytron

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협조도

물리치료, splint 치료, 이비인후과와 협진 등을 시행했다.

도 부족하며, 그에 따라 치료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

비특이성 치통은 항생제, carbamazepine 등의 약물치료,

다. 본 연구에서도 치료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가 많았지만,

Admuc 연고, 레이저 물리치료, 임플란트 제거술 등을 시

여러 치료를 병행하면서 소인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과

행했다.

정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경감되고 심리적으로도

본 연구에서는 통증을 유발할 만한 치과적 소인들이 추

회복되는 양상들이 관찰되었다.

정되었던 환자들에게 치과적 치료가 시행 되었다. 즉, 17

이처럼 구강안면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병인론

명에서 치주치료, 9명은 보철치료, 4명은 근관치료가 병행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되었다. 더불어 약물치료 63명, 물리치료 21명 등 악안면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다방면의 진단학적 방법을 이용하

통증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보존적인 치료법이

여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되었고, 보존적인 치료법에 효과가 없는 12명의 환자
들에게서는 외과적 치료가 시행되었다. 치과적 치료가 시

결

행된 경우는 치료 과정 중에 병소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
고 통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들이 명확하지 않아 소인들을

론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가 더 많았다. 수술적인

원인 불명의 구강안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현재

치료는 12명의 환자들에서 시행되었는데, 6명의 환자는 임플

시행하고 있는 약물치료 및 물리 치료의 예후는 대체로 효

란트주위염, 신경통, 골수염 등이 존재하여 임플란트를 제거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임상적

하였고, 4명의 환자는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삼차신경 절제술

인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검사가 적절히 시행되어 정확한

혹은 뇌신경센터에서 microvascular decompression 혹은

감별진단을 시도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시행

gamma knife radiosurgery 같은 neurosurgical treatment를

되면 우수한 치료 경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

시행하였고, 1명의 환자는 각화치은 증대술, 1명의 환자는

성 구강안면 통증을 보이는 환자들의 더 발전된 치료를 위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

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은 대부분 수술 후 증상의 경감을 보여주었다. 삼차신경통
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일부는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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