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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 진단  조 용 구내장치의 개발과 신뢰도 조사 

단국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의학 이 연구소

김성원․김미은․김기석

  이갈이 치료에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구내교합장치는 치아와 턱   주 조직을 보호함으로써 이갈이 때문에 발생

하는 여러 합병증을 방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지만, 이갈이 억제에 있어서는 일시 인 증상감소의 효과만을 가질 뿐이므

로 환자 스스로가 이갈이를 인지하여 습 을 단할 수 있도록 하기 한 특수한 장치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소형 방수 스 치를 이용하여 구내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최소화하고 원의 사용시간을 최 화 함으로서 상품화 가능

한 이갈이 진단  조 용 장치(이하 이갈이장치)를 개발하여 소개하고, 임상 으로 사용하기  장치에 한 신뢰도를 조사

하고자 하 다. 

  새로 개발한 장치는 이갈이 센서인 소형 방수스 치로 구성된 정보입력부, 앙정보처리장치(CPU)인 정보처리부, 이갈이 

신호를 수신하는 정보 장부, 이갈이 신호에 한 소리나 진동으로 반응하는 반응장치부  컴퓨터상에서 장된 이갈이 

정보를 표시하여 이갈이 빈도와 시간, 양태 등을 확인시켜주는 정보표시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서 resin sheet로 만든 

상하의 wafer 사이에 정보입력부인 스 치는 좌우 견치 설면에 고정하고 정보처리부 CPU는 구개 앙에 고정하여 구내교합

장치를 제작한 한편, 여기에서 송신되는 정보는 별도의 외부 장치인 반응장치  정보 장장치에서 인식하여 feedback을 

보낼 수 있도록 하 다. 

  장치제작의 신뢰도조사를 해서는 단국 학교 치과 학 학생  정상교합을 가진 지원자 10명의 상악 석고모형에 하여 

두 명의 술자가 각각 이갈이장치를 제작하여 그 장치가 반응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 으며(술자간 신뢰도조사), 한 한 

명의 술자가 첫 회에 조사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게 약 2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제작하고 그 장치가 반응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 다(술자내 신뢰도조사). 술자간  술자내 조사에서 이갈이장치가 반응하는 최소의 수직력, 측방력, 심력

에서 모두 높은 상 계를 보 으며 측정된 값에 있어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새로 개발한 이갈이장치는 부품을 소형화하 으며 제작이 편리하고 구강내에서 안 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의 사용시간을 최 로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술자간  술자내 신뢰도 조사를 통하여 임상에 용가능한 

높은 재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이 장치는 정보처리  장장치가 있고 음향이나 진동을 이용한 바이오피드백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갈이 

환자의 진단과 조 에 임상 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이갈이, 이갈이장치, 신뢰도, 바이오피드백

1)Ⅰ. 서    론

  ‘기능 인 목 과 무 하게 치아를 악물거나 비비거

나 가는 것’으로 정의되는 이갈이(bruxism)는 교근  

기타 작근의 반복 이고 지속 인 수축에 의해 유발

되는 무의식 인 구강악습 이다.1) 이갈이는 수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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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수면 

에 발생하는 이갈이를 야간이갈이(nocturnal bruxism) 

는 수면이갈이(sleep bruxism)이라고 하며 이때는 

치아를 불수의 으로 갈거나 두드려서 소음을 발생시

키게 된다. 깨어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갈이는 주로 이

악물기(clenching)의 형태로 나타나며 소리를 동반하

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1-3)

  이갈이는 아주 흔한 습 으로서 인구의 85~95%는 

조 씩, 그리고 가끔씩 이를 갈거나 힘을 주어 깨문다

는 보고가 있으며 성인의 5～8%는 빈번한 이갈이 습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4)
 이갈이는 치아의 과도한 

교모나 ,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주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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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 측두근  표층교근의 비 를 야기한다. 

한 측두하악 장애나 근막동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수면 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함께 잠자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 을 야기하

므로 습 의 조 이 필요하다.5-8) 

  그러나 이갈이의 원인이 아직 분명하게 밝 져 있

지 않고 다양한 소인들이 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효과 인 치료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5) 재

의 이갈이 치료법을 살펴보면 크게 구내교합장치요

법, 약물치료(benzodiazepines, 근이완제), 심리행동치

료(이완요법, biofeedback 훈련)로 구분되며,1,9) 각 치

료법의 효과에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에서 치과에서 리 사용하는 구내교합장치는 

경성의 acrylic resin으로 제작한 근이완장치(muscle 

relaxation appliance)로서 치아의 손상을 방지하며 이

갈이로 인한 소음을 이고 구강안면동통을 조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며9,10) 재로서는 가장 보편

으로 이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단기간의 사

용에서는 이갈이 억제효과가 보고되지만, 계속 사용

할 경우 많은 환자들이 다시 이갈이를 시작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1) 이러한 이유로 구내장치에 특별

   Fig. 1. Diagram of the newly-developed intraoral appliance for bruxism

한 센서를 장착하여 이갈이를 감지하여 이갈이 진단

을 쉽게 하고 환자가 이를 갈 때 소리나 진동으로 반

자극을 가하는 biofeedback 기능으로 이갈이를 억제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시도되어 왔다. 

  2001년 Watanabe와 Clark 등10)은 pressure elec-

troconductive rubber를 이용하여 이갈이억제장치를 

만들어 이갈이를 억제한 한 명의 증례를 보고 하 으

며 Takeuchi 등12)은 piezoelectric film을 이용한 장치

로 이갈이를 찾아내는 방법을 발표하 으나 가능성

만을 제시하 을 뿐 아직 상품화하지는 못하 다. 국

내에서는 이와 김 등13)이 piezo sensor를 이용하여 장

치의 소형화를 이루었으며 임상에 용하여 이갈이

를 반응 형태별로 분류하 으나 원사용 기간이 짧

고 정확한 값의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 등으로 역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소형의 방수스 치를 이용하여 구강내 장치

에 들어가는 부품을 최소화하고 원의 사용시간을

최 화 함으로서 상품화 가능한 이갈이 진단  조

용 구내장치(이하 이갈이장치)를 개발하 기에 이를 

소개하고, 임상에 용하기  장치에 한 신뢰도를 

조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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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방법

1. 이갈이장치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갈이장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Fig. 1, 2)

① 정보입력부 : 0.160 kgf 의 힘에 반응하는 소형의 

방수스 치로 구성된다 

② 정보처리부 : 앙정보처리장치(CPU)로서 스 치

에서 감지되는 신호를 무선 를 이용하여 반응

장치부로 송신하게 된다. 원부는 장치의 후면에 

① ③ &④

  ②

Fig. 2. Components of the newly-developed appliance for 

bruxism; ①switch(detection sensor), ②central 

processing unit (CPU), ③reactor and ④storage unit.

Fig. 3. Adaptation of a single layer of clear resin 

sheet in thickness of 2.0mm with a Biostar 

pressure adaptor. 

치하며 원형 lithium battery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스 치와 CPU는 가는 피복 선으로 연결

되어 구내장치 내부에 장착된다.

③ 정보 장부 : 구강 외에 치하는 별도의 장치로서 

수신한 자료를 장하게 된다. 원부를 포함하는 

소형의 휴 용 장치로서 반응장치부를 함께 포함

하고 있다

④ 반응장치부 : 수신한 신호에 의해 음향 는 진동

을 유발하여 feedback 기능을 담당한다. 음향이나 

진동  원하는 feedback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정보표시부 : 정보 장부에 장된 자료는 특수제

작한 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상에서 표시함

으로써 이갈이의 빈도와 시간, 양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갈이장치(구내장치)의 제작법 (Fig. 3～7)

① 상악 인상을 채득하여 석고모형을 제작한다

② 가압성형기를 사용하여 2.0 mm 두께의 resin 

sheet를 석고모형상에 압 한 뒤 통상의 교합안정

장치의 형태로 자른 다음, 연마하여 하층 wafer를 

완성한다 

③ 스 치가 놓이게 될 좌우 견치 설면과 CPU가 놓

이게 될 구개 앙에 두 장치의 외형에 맞게 만든 

주형을 치시킨다. 스 치와 CPU를 직  치하

는 신 주형을 사용한 이유는 상층에 다시 한번 

resin sheet를 압 하는 과정에서 성형기에 의해 

야기되는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계의 손상

Fig. 4. Cutting the lower wafer from the cast with a 

separating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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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acing the molds on the lower wafer to make 

space for switches and CPU. 

Fig. 6. Adaptation of an additional layer of clear 

resin sheet in thickness of 0.5mm to 

fabricate an upper wafer. 

을 방지하기 해서이다. 

④ 주형이 치된 하층의 wafer에 가압성형기를 사용

하여 다시 한번 0.5 mm 두께의 resin sheet를 압

한 다음, 하층에 따라 외형을 형성하여 상층 wafer

를 제작한다. 

⑤ 하층 wafer 에 스 치와 CPU를 고정한 다음 상

층 wafer를 부착하여 구내장치를 완성한다. 

3. 신뢰도 조사

  단국 학교 치과 학에 재학 인 학생 에서 비

Fig. 7. Completion of the intraoral appliance for 

bruxism. The switches were connected to 

CPU by thin insulated wires. 

교  정상 인 교합 계를 가지고 있는 10명의 지원

자를 상으로 하 다. 10명 각각에 하여 상악에 

alginate 인상을 채득한 다음 석고모형을 제작하 다. 

 

1) 술자간 신뢰도 조사 

  동일한 상에 해 두 명의 술자가 각각 이갈이장

치를 제작하여 그 장치가 반응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

하 다. 이갈이장치를 장착한 석고모형을 고정한 상

태에서 push-gauge를 이용하여 스 치가 내장되어 

있는 양쪽 견치에 하여 수직력(수직방향에서 스

치를 르는 힘)과 측방력(수평방향에서 스 치를 

르는 힘)  심력(스 치의 심을 향하여 치아장

축에 수직으로 르는 힘)을 측정하 으며, 각각 3회

씩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표값으로 결정하 다. 

2) 술자내 신뢰도 조사

  동일한 상에 해 한 명의 술자가 첫 회에 조사

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게 약 2일의 시간 간격을 두

고 각각 제작하고 그 장치가 반응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 다. 이갈이장치를 장착한 석고모형을 고정한 

상태에서 push-gauge를 이용하여 스 치가 내장되

어 있는 양쪽 견치에 하여 수직력과 측방력  

심력을 측정하 으며,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표값으로 결정하 다.

3) 통계분석

  SPSS 10.1 로그램을 사용하 다. 술자간, 술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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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기 하여 상 계수(correlation coeffi-

cient)를 조사하 고, 두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

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여 평가하 다. 

Ⅲ. 연구결과

  Table 1은 두 명의 술자가 제작한 장치에 하여 장

치가 반응하는 최소의 수직력, 측방력  심력을 측

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방향의 힘은 모두 술자

간 높은 상 계를 보여주고 있으며(r=0.926(수직

력), r=0.765(측방력), r=0.939( 심력)), 각각의 방향에

서 다른 술자가 제작한 장치의 반응력 사이에는 유의

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p=0.125(수직력), p=0.396

(측방력), p=0.906( 심력)). 

  Table 2는 한 명의 술자가 다른 시기, 즉 3일의 간

Fig. 8. The linear graph showing the minimal contact 

force provoking auditory signal of the 

intraoral appliances for bruxism fabricated 

by the two operators.

Vertical force Lateral  force Central force

Operator N Mean S.D Mean S.D. Mean S.D.

A 20 0.722 0.305 0.664 0.184 0.655 0.218

B 20 0.764 0.306 0.688 0.181 0.653 0.213

Correlation coefficient r=0.926 (p=0.000) r=0.765 (p=0.000) r=0.939 (p=0.000)

Paired t-test p=0.125 p=0.396 p=0.906

Table 1. The minimal contact force provoking auditory signal of the intraoral appliances for bruxism fabricated 

by the two operators.          (unit : kgf) 

격을 두고 각기 제작한 장치가 반응하는 최소의 수직

력과 측방력  심력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한 장치 사이에도 높은 상 계를 

보여주고 있으며(r=0.693(수직력), r=0.738(측방력), 

r=0.948( 심력)), 각각의 방향에서 장치의 반응력 사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p=0.403(수직

력), p=0.257(측방력), p=0.888( 심력)). 

Ⅳ. 총   고찰

  이갈이의 원인에 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크게 

말 성(형태 ) 원인과 추성(병태생리학  혹은 심

리 ) 원인으로 구분하는데 기의 연구와는 달리 교

합 특성이나 기타의 형태학  원인과 연 이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들은 그리 많지 않다.14) 최근의 연구들

Fig. 9. The linear graph showing the minimal contact 

force provoking auditory signal of the 

intraoral appliances for bruxism fabricated by 

a single operator at the two separate times.



김성원․김미은․김기석

74

Vertical force Lateral  force Central force

Operation N Mean S.D Mean S.D. Mean S.D.

1 20 0.722 0.305 0.664 0.184 0.655 0.218

2 20 0.771 0.342 0.705 0.233 0.653 0.216

Correlation coefficient r=0.693 (p=0.001) r=0.738 (p=0.000) r=0.948 (p=0.000)

Paired t-test p=0.403 p=0.257 p=0.888

Table 2. The minimal contact force provoking auditory signal of the intraoral appliances for bruxism fabricated 

by a single operator at the two separate times.              (unit : kgf)

은 야간이갈이가 수면시 각성반응(arousal response)

과 련된 수면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추의 dopaminergic system의 이상이 련되어 있다

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4-16) 즉, 말 성 원인보다

는 추성 원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가 효과 인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

지는 않다. 

  그러므로 구내장치요법, 약물치료, 심리행동요법 

등의 이갈이의 치료법 에서 재로서 한 부작

용 없이 비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실 인 치

료법은 구내교합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구내교합장치는 치아손상 방, 소음 감소, 구

강안면동통의 조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한

계 에 한 인식도 필요하다. 장치의 작용기 은 교

합간섭의 제거, 근활성의 변화, 환자 습 의 조 로 

설명될 수 있으나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17) 구내장

치 사용 후에 모든 환자에서 야간의 교근활성이 유의

하게 감소하 다는 연구결과18)가 있는 반면, 실험군

의 52%는 감소하 으나 20%는 오히려 교근활성이 

증가하 고 나머지 28%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9). 뿐만 아니라 이갈이 활동의 감소

를 보이는 비율은 피검자의 50% 미만이었으나 증상

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피검자는 100%라는 흥미로

운 실험결과도 있다.20)

  Pierce와 Gale21)은 100명의 이갈이 환자를 상으

로 구내교합장치요법, 주간 biofeedback 요법, 야간 

biofeedback 요법,  massed negative practice의 효

과를 비교하 다. 휴 용 근 도(electromyography, 

EMG)를 이용하여 치료 과 2주간 치료후, 치료후 6

개월 뒤의 시간당 이갈이 빈도와 지속시간을 비교하

을 때 교합장치와 야간 biofeedback 요법을 받은 

군에서 2주 치료후 이갈이의 빈도와 시간이 감소되었

으나 주간의 biofeedback 요법과 massed negative 

practice  조군에서는 치료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치료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하 을 

때, 모든 군에서 치료 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여주지 못했다. 즉, 교합장치와 야간 biofeedback은 

이갈이 억제에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는 치료를 지속

하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를 종

료한 후에 나타난 이갈이 습 의 재발은 2주라는 치

료기간이 지속 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짧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Rugh와 Solberg 
22), Kardachi 등23)의 연구에서도 야간의 biofeedback

과 교합장치요법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Pierce 등의 연구결과와 상응하는 소견을 보여 다. 

  그러므로 야간 biofeedback과 구내교합장치를 결합

시킨 형태의 장치는 연구자들의 심을 끌었으며 다

양한 형태의 장치들이 시도되었다. 이를 갈 때 소리가 

발생하는 형태의 feedback 기능을 결합시킨 장치를 

이용한 연구들은 이갈이 감소효과를 보고 하 으

나,
22,24-26)

 수면  소음이 일부 환자들에서는 수면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10) 그래서 Watanabe 등10)은 진동

을 이용한 억제장치를 개발하여 수면을 방해하지 않

으면서 이갈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

하 는데 한 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므로 그 결

과를 그 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갈이장치는 이갈이 센서인 

소형스 치와 정보처리장치인 CPU가 두 장의 resin 

sheet로 이루어진 구내장치 사이에 들어가 이갈이를 

할 때 발생하는 힘을 인지하여 외부의 반응장치  

정보 장장치로 보내게 된다. 이때 반응장치는 음향

이나 진동의 반응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를 가

는 환자에게 biofeedback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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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과 진동  어느 것이 이갈이 억제 효과가 좋은

지,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갈이 억제효

과를 유발할 수 있는 반 자극은 어느 정도가 당할

지에 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제작된 스 치는 반응역치는 0.160 kgf의 힘

으로서 이 힘 이상에서 반응장치가 반응하도록 설계

되어 있는데 이갈이장치를 만들게 되면 0.5 mm 두께

의 상층 wafer가 스 치 에 놓이므로 반응하는 힘

이 달라지게 된다. 신뢰도 조사 실험에서 어도 

0.400 kgf 이상의 힘에서 장치가 반응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이 힘은 견치 설면의 경사도  합치

의 경사도 등 다양한 교합요소에 의해 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의 정보 장장치에 장된 이갈이시 발생한 

신호를 특수제작한 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상

에서 분석하게 되면 이갈이의 양태를 악할 수 있게 

되는데, 스 치를 이용한 본 연구의 장치에서는 piezo 

sensor에서와는 달리 힘의 크기를 알 수는 없다. 그러

나 piezo sensor는 그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힘을 

인지하는 데는 유리하나 정 인 힘을 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즉 이악물기의 시작이나 종료시 은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지만 이악물기가 지속되는 동

안에는 교합력이 있는 상태일지라도 센서는 반응하

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27) 그

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스 치는 힘이 지속 으로 작

용하고 있으면 계속 반응장치가 반응하기 때문에 교

합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으나 이악물기 상태는 

정확하게 찾아내는 장 이 있다. 한 교합력에 의해 

스 치가 리는 경우에만 원이 사용되므로 통상 

하루에 6-8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고려할 때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보다 뛰어나다는 장 도 

있다. 스 치는 견치 설면에 각각 치되어 구내교합

장치에서 견치유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지 까지 이갈이를 진단하기 해서는 자가보고식 

설문지, 임상검사와 더불어 수면검사실에서 시행하는 

근 도검사 등이 사용되고 있다.28) 이  수면검사는 

가장 믿을 만한 평가법으로 인정되지만,
29,30)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임상 으로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수면검사실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

면은 평소와 다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해서는 여러 날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실 으로 용이하지 않다.31) 그래서 이갈이를 진

단하기 해서는 부분 자가보고식 설문지
32,33)

 와 임

상검사32,34,35) 를 이용하게 되는데 임상검사시에는 치

아의 교모 정도를 평가하거나 근압통  교근비  등

을 평가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수면  이갈이 정보

를 얻기 하여 휴 용 근 도기록기(EMG recorder)

를 이용하는 방법도 흔히 이용되지만, 극부착 치, 

피부 항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악물

기 동안의 정보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으나 편심 로 

이를 가는 동작에 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 이다.12) 그러므로 이번에 개발한 이갈이

장치를 이용한다면 정확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수면  

이갈이의 빈도와 기간  양태에 한 진단정보를 얻

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갈이 환자의 

많은 수가 자신의 습 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

에서 그 유용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견치의 설면에 놓일 정도로 소형인 방

수스 치를 이용한 이갈이장치를 개발하고 장치제작

의 신뢰도를 조사하여 재 성 여부를 평가하 다. 향

후 이갈이 환자에게 장착하여 수면 의 이갈이 횟수

나 양태를 평가하고 한 장기간 사용시 biofeedback

에 의한 이갈이 억제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160 g의 힘

에서 반응하는 스 치를 사용했으나 더 민감하게 반

응하는 스 치와 좀 더 강한 힘에 반응하는 스 치 

등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 의 

진단을 해 가장 합한 힘의 스 치를 찾아내는 실

험도 임상 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새로 개발한 이갈이장치는 소형의 방수 스 치와 

CPU를 사용하고 반응장치와 정보 장장치를 외부에 

별도 장착하여 무선으로 정보를 달하도록 함으로

써 부품을 소형화하 다. 따라서 제작이 편리하고 구

강내에서 안 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

의 사용시간을 최 로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술자간  술자내 신뢰도 조사를 통하여 임상

에 용가능한 높은 재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이 장치는 정보처리  장장치가 있

고 음향이나 진동을 이용한 biofeedback 기능을 가지

고 있어 이갈이 환자를 진단하고 이갈이 습 을 조

하는데 임상 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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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Development and Reliability of Intraoral Appliance

 for Diagnosis and Control of Bruxism

Seung-Won Kim, D.D.S.,M.S.D., Mee-Eun Kim, D.D.S.,M.S.D.,Ph.D., 

Ki-Suk Kim,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and Medical Laser Research Center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nd introduce a novel intraoral appliance for bruxism composed of power 

switch and biofeedback device and further to examine inter- and intra-reliability of the appliance prior to clinical tests. 

  The newly-developed appliance consisted of detection sensors, a central processing unit (CPU), a reactor and a storage 

unit and a displayer. Compact-sized, waterproof switches were selected as bruxism detection sensor and any sensor 

activation by clenching or grinding event was processed at the CPU and transmitted, by radio wave, to the reactor and 

storage unit and triggered auditory or vibratory signal, subsequently producing biofeedback to the patient with bruxism. 

The data on bruxing event in the storage unit can be displayed on the computer, making it possible analyzing frequency, 

duration and nature of bruxism. 

  Cast models were obtained from ten volunteers with normal occlusion to evaluate reliability of the appliances. For 

inter-operator reliability on the intraoral appliances, each operator of the two fabricated the appliance for the same subject 

and compared the minimal contact forces provoking auditory biofeedback reaction in vertical, lateral and central directions. 

Intra-operator reliability was also investigated on the appliances made by a single operator at two separate times with 

an interval of two days.

  Conclusively, the newly-developed appliance is compact and safe to use in oral circumstance and easy to make. 

Furthermore, it had to be proven reliability excellent enough to apply in clinical settings. Thus, it is assumed that this 

appliance with the processor and the storage of data and auditory or vibratory biofeedback function is available and useful 

to analyze and control bruxism.

Key words : bruxism, bruxism appliance, reliability, bio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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