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l Biol Res 2019;43(1):83-87
https://doi.org/10.21851/obr.43.01.201903.83

ORAL
BIOLOGY
RESEARCH

Original Article

Masticatory muscle tenderness in burning mouth syndrome:
A case control study
A-Hyang Yoon, Ji-Won Ryu*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asticatory muscle tenderness in burning mouth syndrome (BMS) patients. A total of 102
patients (48 with BMS and 54 with non-BMS) that attended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Gwangju, Korea) from January 2018 to December 2018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pain duration, pain perception using a visual
analogue scale and presence of masticatory muscle tenderness was compared between the BMS and non-BMS group. About 85.4%
of the BMS patients reported pain or tenderness when the masticatory muscle was palpat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BMS symptom and masticatory muscle tender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sticatory muscle tenderness
could be related to the BMS. Further study is need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MS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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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작열감증후군은 의학적으로 통증을 발생할 만한 뚜렷한

구강작열감증후군과 측두하악장애는 여성에서 호발되고 두개
안면부위의 주된 만성 통증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질환의 발생
에 관한 병태생리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요인이 없이 구강 내에 통증(작열감) 또는 이상감각이 발생하는

최근 한 관찰 연구에서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가 측두하악장

질환이다[1]. 치과 임상에서 입 안에 뚜렷한 원인 없이 구강 내

애와 연관된 증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구강 내 이상악습관과 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흔히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본 질환에

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4]. 이에 본 연구는 구강작열

관련한 학계의 연구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

감증후군 환자에 있어 저작근 압통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강작열감증후군의 병태생리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

한다.

양한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따라서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진단 시 구강점
막의 상태 및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진단 및 치료에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 및 방법
연구설계

한편 측두하악장애는 저작근 및 측두하악관절 부위의 많은 임
상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질환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3].

본 연구는 구강 내 작열감을 주소로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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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저작근의 촉진 시 압통 소견을 평가하여 구강작열감증후

접근 가능한 교근(표층 교근 기시부, 심층 교근 기시부, 표층 교

군과 저작근 압통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환자-대조군

근 부착부)과 측두근(전방, 중간, 후방) 부위를 술자의 손가락을

연구(case control study)이다. 본 임상연구는 조선대학교 치

이용하여 촉진하였다. 근육의 촉진은 주로 중지의 안쪽 면으로

과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하에 시행되었다(IRB no:

촉진할 근육에 대하여 약 1 kg의 압력으로[7] 부드럽고도 견고

1609/044-R01).

한 압력을 가하게 되며, 근육을 촉진할 때 나타나는 환자의 반응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포함한 대상자의

을 통해 통증 여부를 평가하였다. 근육을 촉진할 때 환자의 반응

익명성 유지, 비밀보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연

은 4가지 범주(0:통증 없음, 1: 경도의 압통, 2: 중등도의 압통,

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되었다.

3: 고도의 압통)로 나누어 수치화하여 기록하였다[8].

연구대상

Kappa 분석을 시행한 결과 Kappa 값은 0.921로 거의 완벽한

술자 간 촉진 검사 값에 대한 일치도 평가를 위해 Cohen’s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광역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외래 환자를

자료분석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정 기준으로 국제두통학회에서 제시한
국제두통분류 3판의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따라[5],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22.0 (IBM Corp., Ar-

임상적으로 명확히 관찰되는 요인 없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하

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루 2시간 이상 존재하는 구강 내 화끈거리는 통증 또는 이상감

대상의 특성 및 저작근 촉진 검사 시 통증 반응 점수는 평균, 표

각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군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임상검사

준편차로 산출하였다.

결과 국소적 요인(칸디다증, 구강건조증, 접촉성 점막염, 감염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저작근 촉진 검사 시 압통 존재 여부에

및 외상)이 존재하는 경우, 혈액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철분 결

대해서는 교차분석에 의한 교차표를 이용하여 c2-test를 사용하

핍성 빈혈, 엽산 결핍, 비타민 B12 결핍, 고혈당)을 보이는 경우,

여 분석하였다(p ＜0.05).

전신병력 상 해당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집단 간 VAS 간의 비교 및 환자군 내에서 저작근 촉진 검사 시

있는 경우는 환자군에서 제외하였다[6]. 대조군으로는 해당 연

통증 반응 점수와 촉진 근육 부위에 대한 상관성 비교는 t-test

구시기에 내원한 구강작열감증후군을 제외한 구강점막질환으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p ＜0.05).

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통증의 지속기간, 환자의 주소에
대한 통증유추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조사하였다.

결 과
총 102명의 환자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구강작열감증

저작근 촉진 검사

후군으로 진단된 환자군은 48명, 대조군은 54명이었다(Table
1). 환자군의 경우 남성이 4명(8.3%), 여성이 44명(91.7%)이었

저작근 촉진 검사 시 압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측두하악장
애 관련 임상검사에 숙련된 술자가 환자의 저작근 중 구강 외로

으며 대조군의 경우 남성이 16명(29.6%) 여성이 38명(70.4%)이
었다. 평균연령은 환자군 66.3세, 대조군 63.8세였다.
증상에 대한 VAS를 비교한 결과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2). 이에 비해 증상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Characteristic
Gender
Male
Female
Age (y)
Male
Female
Total

BMS (n=48)

non-BMS (n=54)

4 (8.3)
44 (91.7)

16 (29.6)
38 (70.4)

61.3±4.6
66.8±10.0
66.3±9.8

65.4±14.1
63.1±12.5
63.8±12.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BMS, burning mouth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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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the VAS between BMS patients and control
group
Group
BMS
Non-BMS

VAS

p -value

5.6±2.2
3.8±2.9

0.002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VAS, visual analogue scale; BMS, burning mouth syndrome.
a
p <0.01.

A-Hyang Yoon and Ji-Won Ryu

발생빈도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

사 시 촉진된 근육 부위의 통증 반응 점수를 비교하였다(Table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6). 표층 교근 부착부 촉진 시 통증 반응 점수가 가장 높게 보
고되었으며, 측두근 후방부가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집단 간 저작계 압통 존재 유무의 연관성

촉진된 근육 내에서 촉진 부위의 통증 반응 점수를 비교한 결
과, 측두근의 경우 전방부의 통증 반응 점수는 중간부와 후방부

저작근 촉진검사를 시행한 결과 환자군의 경우 저작계 압통

의 통증 반응 점수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을 보이는 환자가 41명(85.4%), 대조군의 경우 7명(13.0%)였으

이고 있으나 중간부와 후방부와의 통증 반응 점수의 차이는 발

2

며 이는 c -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견되지 않았다(Table 5).

타났다(p ＜0.05; Table 3).

교근 내에서 통증 반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 표층 교근 부착부
와 심층 교근 기시부, 표층 교근 기시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환자군에서 저작근 촉진 시 통증 반응 점수와 촉진 근육 부
위의 관계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고 찰

저작근 간의 통증 반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 측두근과 교근의
촉진 시 통증 반응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본 연구에서 구강작열감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군의 역학적

있으며(p ＜0.05), 이는 촉진 시 교근이 측두근에 비해 통증이 존

특성을 살펴볼 때, 평균 연령(66.3세), 남녀 성비(1:11)는 기존

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4). 환자군에서 저작근 촉진 검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중년 이상 여성에서 호발되는 소견을 보
이고 있었다[4]. 또한 본 집단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63.8세)
간의 유사한 연령대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의 경우 환자군에 비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groups and masticatory muscle
pain
Group

No pain

Masticatory
muscle pain

Total

BMS
Non-BMS
Total

7
47
54

41
7
48

48
54
102

해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군에서 저작근 촉진 검사 시 통증이 존재하는 경우
는 85.4%로 앞서 선행된 연구[4]에 비해(50%)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에게 측두하악장애에 관련한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pain score and sites in masseter muscle

BMS, burning mouth syndrome.

Site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pain score and palpated masticatory
muscles
Site
Masseter muscle
Temporal muscle

Pain score
0.80±0.82
0.25±0.58

OSM
ODM
ISM

p -value
a

0.000

p -value

Pain score

OSM

ODM
a

0.27±0.57
0.75±0.70
1.43±0.74

a

0.000
0.000a

0.000

0.000a

ISM
0.000a
0.000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SM, origin of superficial masseter muscle; ODM, origin of deep
masseter muscle; ISM, insertion of superficial masseter muscle.
a
p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
p <0.05.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ain score and sites in temporalis muscle
Site
ATM
MTM
PTM

Pain score
0.48±0.74
0.17±0.48
0.08±0.35

p -value
ATM

MTM
a

a

0.014
0.001a

0.014
0.297

PTM
0.001a
0.2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TM, anterior temporalis muscle; MTM, middle temporalis muscle; PTM, posterior temporalis muscle.
a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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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시행한 연구 중 저작계 압통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

군과 환자군 간의 비교 시에도 집단 간의 저작계 압통 간의 차

는 국내에서는 본 연구가 최초이다. 또한 기존 선행된 연구 중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구강점막질환에 의한 통증의 발생

대부분은 측두하악장애에 연관된 증상 및 진단 간의 비교보다

은 구강작열감증후군과는 다른 병태생리를 가지고 있고 중추신

이상악습관에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9-12]. 구강 내 이

경계의 감작화가 개입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

상악습관은,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

구의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VAS를 비교하였을 때 환자군이 대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유발요인

조군에 비해서 VAS가 높게 보고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중 국소적 요인에 해당한다[13]. 또한 구강 내 이상악습관은 심

한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포함된 대조군이 통증이 존재

리적 불안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어 저작근계에 미세외

하는 구강점막질환과 존재하지 않는 질환이 모두 포함되어 있

상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측두하악장애 중 근막통증이

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단일 구강점막질환을 가진 집단 또는

발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14]. 물론 구강작열감증후군과 측

VAS를 조절한 집단 간 증상 발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후속 연

두하악장애 모두 다양한 요인이 증상의 발생 및 지속에 기여하

구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 때문에 현재까지 질환의 병태생리가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

환자군 내에서 저작근 촉진 검사 시 촉진된 근육 간의 통증 반

고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상악습관이 증상을 유발

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 측두근과 교근 간의 통증 반응 점수는 차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구강작열감증후

이를 보였으며 교근이 측두근에 비해 촉진 시 압통을 호소하는

군 환자가 저작근 촉진 검사 시 압통 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설명

빈도 및 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상악습관에 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4]. 이는 해부학적으로 교근이 측두근에

련한 주관적 증상, 객관적 징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

비해 구강점막에 근접하게 위치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가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또한 교근 내에서 통증 반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 표층 교근 부착

할 것으로 보인다.

부에서 촉진 시 압통이 존재하는 빈도 및 심도가 표층 교근 기시

또 다른 연구에서 구강안면부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부와 심층 교근 기시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상 근

들을 대상으로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시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육은 촉진 시 압통이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만약 피검자가

환자군에서 측두하악장애 관련 증상, 안면부의 통증, 경부근육

어떤 특정 근육을 촉진하는 동안 불쾌감이나 통증을 호소할 경

의 통증을 보였으며, 구강 점막부의 작열감을 동반하는 구강건

우 그 근육조직은 외상이나 피로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추정할

조감을 호소하였고 타액 분비율 검사 시 타액선의 기능저하 소

수 있다[16]. 본 연구의 경우 환자군에 저작근의 압통 검사를 시

견을 보이고 있었다[15]. 해당 연구에서 만성 구강안면 통증을

행하여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비교하였으나 해당 근육부의 관

호소하는 질환은 본 연구보다 다양한 질환(삼차신경통, 비전형

련 증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평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

적 안면통증, 외상후 신경통, 포진후 신경통, 안면신경 마비, 경

한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 근육 두통)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보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는 다른 구강

고된 질환은 삼차신경통이었으나, 구강작열감증후군은 연구집

점막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비해 촉진 시 저작근의 압통 소

단 중 17.1%, 측두하악장애는 9.8%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다양

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구강작열감증후군과 측

한 질환이 포함된 환자군에서 대조군보다 측두하악장애 관련

두하악장애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연

증상, 구강작열감증후군의 대표적인 통증 양상인 작열감이 존

관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통해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진단

재하고 특히 저작근 촉진 시 압통 소견이 존재하는 비율이 대조

및 치료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만
성 구강안면통증의 경우 일차적으로 발현된 통증이 중추 신경
계의 감작을 유발하여 또 다른 이차적인 증상이 유발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구강작열감증후군과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증상 간 비교 연구 및 만성 구강안면통증 시 해당 증상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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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의 경우 대조군으로 구강작
열감증후군을 제외한 구강점막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선정하였
다. 이는 구강점막부의 통증이 전혀 없는 대조군 간의 비교도 필
요하지만 구강점막질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본 연구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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