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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른 구강 내 기성 세균과 

S. mutans의 변화

북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변진석․서 직

  교합안정장치는 턱 장애의 리를 해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는 치료방법이다. 교합안정장치는 치료목 을 달성하기 

해 구강 내에서 매일 수 시간씩 착용하며, 체 인 치료기간은 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량이 소요된다. 구강 내에

서 교합안정장치는 틀니나 고정식 교정장치의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게 타액이나 산소로부터 세균을 보호하고, 세균의 장

고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조건은 일반 으로 치주질환과 구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인 기성

세균과 치아우식에 요한 역할을 하는 S. mutans의 서식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교합안정장치을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나쁜 맛이나 치주질환, 치태 형성  치아우식의 원인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교합안정장치 사용 후 구강 내 특정 치아에서 기성 세균과 S. mutans 수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교합

안정장치가 이들 세균 수 증가에 어떠한 향을 끼치며, 그것이 임상 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총 4명의 남성(평균나이 27.5 세)이 참여하 고, 하루 9시간씩 상악교합안정장치를 취침시간 동안에만  사용하 으며, 

총 5일 간 진행하 다. 5일 후 교합안정장치를 제거한 구강에서 상악좌측제2 구치, 상악좌측 치, 하악좌측제2 구치를 

각각 선택하여 치태와 타액이 혼재된 샘 을 정해진 규격으로 채취하 다. 각각의 샘 은 기성 세균 배양을 한 액한

천배지와 S. mutans 선택배지에 각각 100㎕씩 도말하여 37℃ 10% CO2 조건으로 3일 간 기 배양하 다. 각각의 배지에서 

배양된 세균을 집락형성단 (CFU) 기 으로 육안으로 세어 최종 으로 CFU/ml로 환산해 기록하 다.  

  얻어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라 구강 내 기성 세균 수와 S. mutans 수의 변화가 생겼다.

2. 기성 세균의 경우 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라 상악제2 구치(P=0.003)와 상악 치(P=0.020)에서 모두 그 수가 유의하

게 증가하 다.

3. 교합안정장치의 장착은 직  피개되지 않은 합치아의 기성 세균 수 증가에도 간 인 향을 끼쳤다.

4. S. mutans의 경우 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라 상악제2 구치(P=0.043)와 상악 치(P=0.049)에서 모두 그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5. 교합안정장치의 장착은 직  피개되지 않은 합치아의 S. mutans 수에 어떤 향도 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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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합장치는 보통 단단한 아크릴로 만들어지는 가철

성 장치로써, 구강 내에서 한 악궁을 모두 피개하면서 

반 편 악궁의 치아와 정확한 교합 을 이루게 한

다. 이 게 함으로써 정형 으로 안정된 치를 

설정하여 턱 을 포함한 상하악 악간 계가 근골격

으로 안정한 치에 놓이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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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합장치가 치의학 분야에서 사용된 역사를 살펴보

면, 1901년 Karolyi M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교합거상이 유행하던 시기와, 교합조정이 유행하던 시

기를 거치면서 근신경계 개념이 교합 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후 근 긴장을 완화시키는 도구로서 각

을 받았고, 근래에는 차 으로 턱 장애를 호소

하는 환자의 리에 있어 범 하고 보편 으로 사

용되고 있다2-10). 턱 장애를 치료하기 해 사용되

는 교합장치의 종류는 다양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택 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교합안정장

치가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11) 

  교합안정장치는 기본 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해 구강 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된다. 턱

장애 환자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하루  장착시간

이 다를 수 있는데, 성 문제인 경우 장치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근육 인 문제인 경우 야

간에 주로 장착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교합안정장

치를 통한 체 인 치료기간은 일반 으로 게는 6

개월 이내에서 길게는 2년 가량이 소요된다.
11,12)

  턱 장애를 치료하기 해 일정시간 반복해서 교

합안정장치가 구강 내에 머물게 되면 구강환경의 변

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강 내 상주세균의 입

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다양한 인체의 방어기 으로

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우선 교합안정장치가 장착되

는 치아는 기성조건이 강화되고, 그 곳에 상주하는 

세균의 경우는 구강의 자연 인 세정작용으로부터 일

정시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강 내에

서 장기간 사용된 틀니의 경우와 교정치료를 한 고

정식 교정장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합안정장치의 

경우도 장치 표면이나 장치에 피개되는 부 의 치아 

 막조직의 미생물 구성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

다.13,14)

  본 연구는 그러한 가능성에 한 여부를 검증하기 

해 구강 내 미생물변화에 을 맞추었으며, 그 

에서 기성세균(Anaerobic bacteria)과 S. mutans를 

표 으로 하여 교합안정장치의 사용에 따른 수의 증

감에 한 정량 분석을 시도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에 

해 해석하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상

  재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이 없는 성인 남성 4명(평

균나이 27.5 세)을 상으로 상악용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하 다. 인체실험에 한 동의서를 실험윤리규정

에 의거해 확보하 다. 교합안정장치의 규격은 치아의 

측 치 은 반을 피개하고, 구개 측은 제1 구치를 

기 으로 치아치은경계 하방 8mm로 동일하게 설정하

다.

  구강 내 장치를 장착하기  기 데이터를 해 직

경 2 mm의 멸균된 원형루 (FISHERbrand Bac- 

Loops
Ⓡ
)를 사용하여 상악 치아  좌측제2 구치의 

교합면(근원심 폭경 만큼 심 구를 따라 한 번 어

서)과 구개면(치아치은경계를 따라 근원심 폭경 만큼 

한 번 어서), 좌측 치의 단 면과 구개 면, 하악

좌측제2 구치 교합 면과 설 면에서 치태와 타액이 혼

합된 샘 을 채취하여 Brain Heart Infusion(BHI) 5ml 

용액에 희석한 후 배양하 다. 배지는 기성 세균 배

양을 한 기성 액한천배지(Anaerobic blood 

agar medium)와 선택  S. mutans 배지(S-mutans  

selective medium, MS-MUTV)
15) 

2 종류를 사용하

다. 기성 액한천배지에는 BHI용액에 희석된 각 

샘 을 추가 으로 1/100배 희석시킨 용액  100㎕를 

덜어내어 도말하 고, 선택  S. mutans 배지에는 

BHI용액에 희석된 샘 을 추가 인 희석 없이 100㎕

를 덜어 도말하 다. 각 부 에 따른 배지는 모두 2 회 

반복하여 도말하 다. 

  도말된 배지를 기성 챔버(Anaerobic chamber, 

CO2 10%, N2 82%, H2 8%, Coy lab product INC.)에서 

37℃로 72 시간 배양한 후 육안으로 찰되는 세균의 

집락형성단 (Colony Forming Unit, CFU) 수를 세어 

최종 으로 CFU/ml 단 로 환산하 다. 기성 배지

에서 형성된 군락은 크기나 형태, 색상에 계없이 숫

자를 육안으로 세었고, 선택  S. mutans 배지에서 자

란 군락은 육안으로 형태  색상의 특성을 악한 후 

숫자를 세었다.

  교합안정장치를 구강 내에 장착한 후 나타나는 세

균의 변화를 찰하기 해 하루 평균 9 시간 씩 취침 

시에 장착하도록 지시하 으며, 다음 날 아침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보 함에 보 하는 방식으로 리하

고, 일상 인 구강 생을 지시하 다. 총 5 일 간 사

용을 지시하 고, 6일이 되는 날 아침 장치를 구강 내

에서 제거하면서 동일한 부 에 해 치태와 타액 혼

합 샘 을 채취하 고, 동일 과정으로 배양하 다. 

  얻어진 결과 값은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 각 치아

에서 기성 세균과 S. mutans 수의 변화를 비교하기 

해 SPSS 12.0 for windows 로그램을 이용해 사

례 수가 은 소 표본의 통계처리에 합한 “paired 

T-test”(P<0.05)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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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 기성 세균 수의 비교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 각 부  별 치아의 기성 

세균 수는 Fig. 1, 2, 3에 보여 진다. 교합안정장치 장

착  후 모든 부 에 걸쳐 기성 세균의 수가 증가

하 으며, 상악제2 구치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성 

세균이 찰되었다.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 구강 내 

기성 세균의 수는 상악제2 구치(P=0.003), 상악

치(P=0.020)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1)

  장치에 의해 피개되지 않은 하악제2 구치에서 

찰되는 기성 세균 수는 장치 장착 과 비교하여 통

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진 않았지만(P=0.083), 그 

수에 있어서 높은 양의 상 계(+0.971)를 가지며 

체 으로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 S. mutans 수의 비교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 각 부 별 치아의 S. 

mutans 수는 Fig. 4, 5, 6에 보여진다.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후 S. mutans 수는 상악제2

구치(P=0.043)와 상악 치(P=0.049)에서 유의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하악제2 구치의 S. mutans 수는 교합안정장치 장

착에 어떤 향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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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erobic bacteria counts of maxillary second molar

       (×10
6 CFU/ml)

A. before use B. af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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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erobic bacteria counts of maxillary central incisor

(×106 CFU/ml)

A. before use B. af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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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erobic bacteria counts of mandibular second molar

(×10
6 CFU/ml)

A. before use B. af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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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 mutans counts of maxillary second molar(×102 CFU/ml)

A. before use B. af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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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 mutans counts of maxillary central incisor(×102 CFU/ml)

A. before B. after

Ⅳ. 고    찰

  교합안정장치가 치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응증을 

가지고 차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교합안정장치가 

구강 내에 용되었을 때 가능한 다양한 변화에 해 

세심

Maxillary second molar

(mean±S.D)

Maxillary central incisor

(mean±S.D)

Mandibular second molar

(mean±S.D)

before

(n=4)
3.24±2.97 0.37±0.43 1.10±0.63

after

(n=4)
5.93±2.95 1.05±0.56 1.71±1.06

P 0.003 0.020 0.083

Table 1. Statistical comparison of anaerobic bacteria counts(×106 CFU/ml)

Maxillary second molar

(mean±S.D)

Maxillary central incisor

(mean±S.D)

Mandibular second molar

(mean±S.D)

before

(n=4)
2.50±2.27 0.25±0.50 2.75±1.04

after

(n=4)
8.62±1.88 1.62±1.03 1.50±1.68

P 0.043 0.049 0.396

Table 2. Statistical comparison of S. mutans counts(×102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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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 mutans counts of mandibular second molar

       (×102 CFU/ml)

A. before B. after

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 까지 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른 일반  부작용으로는 일시 인 타액 분비량의 

증가나 발음의 문제, 장치를 빼냈을 때의 나쁜 맛, 장

기간 장착 시 치태나 치석이 생길 가능성,11) 치아물림

의 변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16) 



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른 구강 내 기성 세균과 S. mutans의 변화

  379

  교합안정장치는 치료목 을 해 장기간 구강 내에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틀니나 교정치료를 한 

고정식 교정장치와 마찬가지로 구강 내 다양한 세균

들의 서식처로 작용해 세균의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된

다면 이는 병원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14,17-19) 

자는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과연 교합안정장치를 

구강 내에 용하 을 때 구강 내 환경에는 어떤 변화

가 일어날 것인가에 한 평가를 해 실험을 계획하

다. 이 때 장치를 장착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시 인 타액의 분비

가 증가되어 구강 내 세정작용이 상 으로 활발할 

것으로 상되는 5일 후로 설정함으로써 교합안정장

치에 의해 피개되는 치아와 그 지 않은 치아에 있어 

구강 내 세정작용의 차이를 상 으로 크게 부여하

고자 하 다.

  먼  을 맞춘 것은 구강 내 기성 세균의 변화

이다. 만약 기성 세균 수가 교합안정장치의 사용에 

따라 일 성 있게 증가한다면, 치주 질환이 심해질수

록 기성세균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과 

기성세균의 사산물인 휘발성황화합물에 의해 구취

가 유발된다는 으로 미루어 장치를 빼낼 때 느껴지

는 나쁜 맛이나 냄새와의 연 성, 치주 질환과의 개연

성 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20-22)

  교합안정장치는 그 형태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치아의 굴곡과 구개 면에 착되도록 고안되

어 있어 같은 시간을 장착한다고 가정하 을 때 부분

틀니나 고정식 교정장치 보다 더 기 인 조건을 만

들 가능성이 크다. 교합안정장치의 응증이 되는 사

람들은 보통 건 한 치아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분틀니보다 더 복잡한 내부구조를 지니고 있

고,  부분틀니보다 악궁을 피개하는 범 가 넓다.  

고정식 교정장치는 구강 내에서 어떤 치아나 조직을 

피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합안정장치가 더 

기성조건을 제공하기 용이하다. 그런 면에서 부분틀니

나 고정식 교정장치를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 들이 교합안정장치 장착자에게서도 유

효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본 실험에서는 교합안정장치를 장착 후 조사한 모

든 부 별 치아에서 기성 세균의 숫자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하기 과 후 모두 

상악제2 구치부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성 세균이 

찰되며,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후 구강 내 기성 

세균의 수는 상악제2 구치부(P=0.003), 상악 치부

(P=0.020)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통계 으로 의미를 둘 수 있는 수 의 수치

는 교합안정장치에 직  피개된 상악치아에서만 나타

났으나, 교합안정장치에 직  피개되지 않은 하악제2

구치부에서 찰되는 세균의 숫자도 교합안정장치

사용 후 강한 양의 상 계(+0.971)를 가지고 체

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교합안정장치의 사

용이 간 인 향을 끼쳐 구강 내 반 인 기성 

세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을 맞춘 것은 S. mutans에 해서

다. 이와 련하여, “구강 내 환경의 변화가 미생물의 

수에 끼치는 향”에 해 평가한 이 등14)의 보고에 

의하면, 고정식 교정장치 장착한 환자의 종 연구를 

통해 교정장치가 타액 내 일반세균의 양과 S. mutans, 

S. aureus를 증가시킨다고 하 다. 특히 S. mutans는 

약 6 배 가량 증가를 보여, 교정치료 후 많은 환자들이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부 의 치아우식을 경험하

는 이유에 한 답변이 될 수 있었다. 이 같은 보고를 

토 로 자가 을 맞춘 것은 교합안정장치 역시 

고정식 교정장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S. mutans 수에 어떤 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의문

이었다. 

  S. mutans는 1924년 Clarke가 처음 보고하 으며, 

구강 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람음성, 통성 기성세

균으로 치아우식과 한 연 을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3-26) 아직까지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할 경우 

치아우식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교

합안정장치가 구강 내 타액이나 산소로부터 피개된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교합안정장치 장

착자의 S. mutans 숫자를 악하는 시도는 의미를 가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 으로 교합안정장치 장착을 통해 교합안정장

치에 의해 직  피개된 상악제2 구치부와 상악

치부의 S. mutans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악제2 구치

부의 경우 모든 부 에서 S. mutans 수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 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상 계수가 음의 

값(-0.505)을 보여 그 상 계에 있어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집단 수가 은 한

계로 생각되었다. 한 상악 치부는 상 계수가 양의 

값(0.565)을 가졌으나 역시 모집단의 크기가 좀 더 컸

더라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

움이 남았다. 반면에 교합안정장치에 직  피개되지 

않은 하악제2 구치부에서는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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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찰되어 교합안정장치 

장착 자체가 S. mutans 수 증가에 어떤 간 인 향

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합안정장치의 사

용이 해당치아에 우식에 향을 끼치는 조건  하나

인 미생물 조건, 그것도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진 S. mutans24-26)에 향을  가능성이 있다

면, 교합안정장치가 필요한 환자들 에서 치아우식에 

한 민감도가 높은 험군 환자에게서는 조  더 세

심한 주의와 환자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상악용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하기 과 5 일 간 장착

한 후 상악제2 구치, 상악 치, 하악제2 구치의 

기성세균과 S. mutans 수를 95% 신뢰수 으로 통

계학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라 구강 내 기성 세균 수

와 S. mutans 수의 변화가 생겼다.

2. 기성 세균의 경우 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라 상

악제2 구치(P=0.003)와 상악 치(P=0.020)에서 

모두 그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3. 교합안정장치의 장착은 직  피개되지 않은 합치

아의 기성 세균 수 증가에도 간 인 향을 끼

쳤다.

4. S. mutans의 경우 교합안정장치 사용에 따라 상악

제2 구치(p=0.043)와 상악 치부(p=0.049)에서 

모두 그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5. 교합안정장치의 장착은 직  피개되지 않은 합치

아의 S. mutans 수 증가에는 향을 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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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lteration of Anaerobic Bacteria and S. mutans Count in Oral Cavity after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se

Jin-Seok Byun, D.D.S., Bong-Jik Suh,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is one of the most common treatment option for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It acts in oral cavity for several hours per day, and usually it will take at least 6 months to 2 years of total 

wearing periods to take a treatment goal. In the oral cavity,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nintentional manner, is able 

to acts as a reservoir of bacteria and protect bacteria from saliva and oxygen. This condition is so favorable to many 

bacteria such as S. mutans and other anaerobes, usually have been reported as causative factors of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and oral malodo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aerobic bacteria and S. mutans count before and after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se to evaluate the possible role of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as protector of these bacteria. Four men(average 27.5 

years) wore maxillary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at each night(average 9 hours) for 5 days. we swabbed 

saliva-plaque mixed sample at 3 different site(maxillary left 2nd molar, maxillary left central incisor, mandibular left 2nd 

molar) before and after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se. Each samples were plated in ① anaerobic blood agar medium, 

② selective S. mutans medium(MS-MUTV) and incubated in anaerobic chamber(CO
2 10%, 37℃) for 72 hours. Each 

bacterial colony forming unit(CFU) were counted with naked eyes. 

  From obtained data, we can conclude as follows:

1. There was some changes about anaerobic bacteria and S. mutans count in oral cavity after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se.

2. The number of anaerobic bacteri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maxillary 2nd molar(P=0.003), maxillary central 

incisor(P=0.020) after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se compared with before.

3.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se itself had indirect effect to increase the number of anaerobic bacteria at other 

uncovered opponent tooth site.

4. The number of S. mutan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maxillary 2nd molar(P=0.043), maxillary central incisor

   (P=0.049) after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se compared with before.

5.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use itself had not any effect on the number of S. mutans at other uncovered opponent 

tooth site. 

Key words: Occlusal stabilization appliance, Anaerobic bacteria, S. mutans, Colony forming unit(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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