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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정교합과 턱 장애 

북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변진석․이경은․서 직

  환자가 내원하여 성 부정교합을 호소한다면 치과의사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 부정교합은 

주로 치아와 치아주변조직과 련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턱 장애와 련된 문제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에 임상가로 하여  진단  리에 어려움을 다. 이에 자는 외익돌근경련, 턱  원 후조직염  골 염으로 발생

한 성 부정교합 환자를 경험하 기에 그 진단  치료과정을 보고하고자 한다.

  

주제어: 골 염, 성부정교합, 외익돌근경련, 원 후조직염, 턱 장애  

1)I. 서    론

  성 부정교합이란 교합 치의 격한 변화로 생

긴 부정교합을 지칭하며, 원래 가지고 있던 교합으로

부터 바  상태를 의미한다1). 성 부정교합은 상하

악 치아 계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주로 높은 충

물, 상악동 문제, 농양, 치주질환, 맹출하는 치아 등

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상 으로 드문 경우지만 외

상에 의해서 불안정한 치아 계가 형성되거나, 턱

이나 작근장애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2,3)
. 환자

는 성 부정교합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계없이 

교합양상의 변화 는 특정한 치아의 조기 감

(Premature contact)을 쉽게 느낄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임상가 입장에서는 치아나 치주질환 문

제로 인한 성 부정교합은 수월하게 그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만, 작근이나 턱 장애로 인한 교

합의 변화는 까다로운 문제가 되며 심지어 원인요소

와는 련이 없는 교합조정술이나 교합회복술과 같

은 비가역 인 방법으로 치료에 임하게 되어 낭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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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한다. 

  이에 자는 환자가 교합 변화에 의한 불편감을 호

소하지만, 객 으로 교합 변화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으며, 심지어 그 원인조차 악이 어려워 임상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턱 장애에 의한 성 부정

교합의 증례들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1. 외측익돌근 경련으로 인한 성 부정교합

1) 주소  증

*이름 : 최 ○ ○

*나이/성 : 29/M  

  상기환자는 상하 치아 물림이 어 나서 잘 씹지 못

하는 것을 주소로 2006년 6월 28일 북 학교병원 

치과진료처 구강내과에 내원하 다. 4일 부터 턱이 

좌측으로 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상하 치아의 물림

이 변했으며, 좌측 견치만 강하게 물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으나, 개구제한이나 

개구에 따른 통증은 없었다.

2) 병력

  2003년 개구제한을 주소로 내원하 으며, 우측 턱

의 비정복성 원 변 로 진단받고, 자가행동

수정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통해 43 mm의 개

구량을 확보하여 치료를 종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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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 Centric occlusion at first visit showed the contact on left canines and the disclusion on both molar 

areas.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Fig. 2. Dental panoramic view at first visit. 

3) 임상검사

  상악정 선을 기 으로 하악정 선이 좌측으로 5 

mm 변 되었으며, 교합 검사를 통해 좌측 상하견

치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는 되지 않았다(Fig. 1, 

3). 최 개구량은 52mm로 개구제한은 없었으나, 턱

 기능검사  항검사에서 우측 턱 부 에

서 통증을 호소하 고, 진의 정확성에 한 논란은 

있지만, 구강내 진시 우측 외익돌근의 압통을 호소

하 다4). 그 외 교합에 향을 만한 치아의 증상과 

징후는 없었으나 문진을 통하여 야간 이갈이

(Nocturnal bruxism)를 확인하 다.

4) 방사선검사

  치과용 노라마(Dental panoramic view) 소견으

로 하악 정 선의 좌측변 와 양측 구치부 이개가 

찰되었으며, 재의 교합상태를 래할만한 병 소견

은 찰되지 않았다(Fig. 2).

5) 진단  치료경과 

  병력청취, 임상  방사선검사 결과 하악이 좌측으

로 변 된 과 통증을 호소하는 우측 구치부의 이개

와 좌측 견치의 강한 교합 , 턱  항검사  

우측 외익돌근의 진시 압통으로 미루어 우측 외익

돌근의 경련으로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는 문진을 통

           A                           B

Fig. 3. Occlusal contact on centric occlusion.  A, 

First visit. B. 16 days after first visit.

해 알게 된 야간 이갈이를 고려하 다. 2주간에 걸친

자가행동수정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 으

며, 차 으로 환자는 주 인 증상의 개선을 보

고, 찰되는 교합 의 수도 많아져서(Fig. 3) 환

자에게 불편이 다시 증가할 경우 재내원을 지시하고 

치료를 종결하 다.

2. 낭내 장애로 인한 성 부정교합

1) 주소  병력

 * 이름 : 송 ○ ○

 * 나이/성 : 41/F

  상기환자는 통증으로 인한 개구제한과 치아가 맞

지 않음을 주소로 2006년 9월 1일 북 학교병원 치

과진료처 구강내과에 내원하 다. 환자는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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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처음 우측 턱 에 개구시 통증, 부종이 발생하

고, 이와 함께 턱이 좌측으로 틀어짐을 느 으며 3

일 뒤 통증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이번에는 좌측 턱

의 통증과 부종, 귓구멍의 소화와 동측 구치의 이

개가 발생했다고 진술하 다. 환자는 당시 무리한 장

거리 여행으로 인해 신이 무척 피곤한 상태 다고 

하 으며, 재 좌측 턱 부 의 통증으로 인해 본

인이 턱을 앞으로 내 고 있다고 했다. 외상의 병력은 

없었다.

2) 임상검사

  반 인 얼굴의 부종  좌측 귓구멍이 우측에 비

해 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 개구량은 19mm

로 정상범 에 이르지 못하나 부드러운 종말감

(Soft-end feel)을 느낄 수 있었다. 환자는 심한 통증

을 좌측 턱 에서 호소했고, 진검사소견에서 좌

측 턱 낭과 좌측 교근에 압통을 보 으며 양측 

이부에 발열이 있었고, 잡음은 찰되지 않았다. 

하악 정 선이 우측으로 2.5 mm 변 되고 교합

 검사시 상하악 우측 치만 하 으며, 양측 

구치부는 앵 씨 Ⅲ  부정교합 계를 보 다. 심

(Centric relation)로의 유도는 좌측 턱 부 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불가능하 다.

3) 방사선검사

  치과용 노라마 소견에서 치부의 단교합  

구치부의 앵 씨 Ⅲ  부정교합이 찰되었고, 경두

                       A                                                          B

Fig. 4. Radiographic findings at first visit. A, Panoramic view showed the contact on right incisors and 

the disclusion on other teeth. B, Transcranial TMJ view showed anterior translation of both 

condyles at closed position and limited translation during opening. 

개 턱 상(Transcranial TMJ view)에서 폐구시 

양측과두가 와내에서 되었으며, 과두의 활주

운동 제한이 보 다(Fig. 4).

4) 진단  치료경과

  병력청취, 임상  방사선검사 결과 환자의 신이 

피곤한 상태 던 , 좌측 턱 부 의 부종과 발열, 

귓구멍의 소화와 진시 심한 통증이 있는 , 하악

정 선의 우측변 와 좌측 턱 의 통증으로 인하

여 턱을 앞으로 내 고 있고 소수 치에서만 교합이 

되고 있는 으로 미루어, 좌측 턱 의 성 원 후

조직염으로 진단하고, 자가행동수정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방재 치장치를 고려하 다. 그러나 

방재 치장치를 제외한 3주간의 치료를 통해 환자

의 주 인 증상 개선과 함께 개구량의 증가(38mm

)하 고, 교합  수가 증가하 으며, 양측 구치부

의 교합 계도 앵 씨Ⅰ 으로 변하 고, 좌측 턱

의 진시 통증  개구시 통증도 사라져 주의사항

을 강조하고 치료를 종결하 다(Fig. 5, 6).

3. 낭내 장애가 진행되어 발생한 부정교합 

   - 골 염

1) 주소  증, 병력

 * 이름 : 서 ○ ○   

 * 나이/성 : 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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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5. The restoration of original centric occlusion after treatment including behavioral, physical and 

pharmacologic therapy. A, Right view. B, Frontal view. C, Left view.    

Fig. 6. The process of restoring original occlusal contact.

  상기환자는 우측 구치가 “딱딱” 맞추는 느낌과

솟은 느낌을 주소로 2006년 5월 15일 북 학교병원 

치과진료처 구강내과에 내원하 다. 환자는 5-6년  

처음 수차례 우측 턱이 빠진 것처럼 덜컹하는 느낌과 

함께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으나, 통증이 없어 그

냥 방치하 고, 1년 부터는 개구시 우측 이부의 

통증이 발생하여 지 까지 지속되었고, 2개월 부터 

치아가 잘 맞지 않는 상기주소가 발생했다고 진술하

다. 재 치아의 감각이 없어 음식물 작에 곤란함

을 느끼고, 우측 턱 에서 “빠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신경이 많이 쓰이며, 좌측 무릎에 염이 있어 

약을 복용 이라고 하 다.

2) 임상검사

  치부 개교합 상태이며, 수직피개교합은 -0.5mm

이고, 최 개구량은 45mm이었다. 진검사소견상 우

측 측두근, 우측 교근의 천부, 우측 후방 낭에 압

통을 보 다. 교합 검사에서 상하악 우측 제2

구치만 유일하게 하 고(Fig. 7), 개구시 우측으

로 편향(deflection)되었다.

3) 방사선검사 

  치과용 노라마, 경두개 턱 상, 턱 컴퓨

터단층촬 (TMJ Computed Tomography) 검사결과 

우측 과두의 방활주운동 제한과 우측 과두  

와의 형태  변화가 찰되었다(Fig. 8, 9).

Fig. 8. Dental panoramic view at first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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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entric occlusion at first visit showed the contact on right 2nd molars. 

4) 진단  치료경과

  병력청취  임상, 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턱 의 

통증, 기능시 염발음이 들리는 , 교합  검사에

서 우측 제2 구치만 교합되고, 우측 하악과두와 

와의 퇴행성 변화가 찰되는  등으로 미루어 우

측 턱 의 골 염으로 진단하여 자가행동수정치

료, 물리치료, 약물치료와 동반하여 교합안정장치를 

고려하 으나, 환자분의 사정상 교합안정장치는 보류

하 다. 7개월에 걸친 주기  재내원 과정에서 최

개구량이 44 mm로 유지되었고, 환자의 주  증상

의 완화가 찰되었으나, 여 히 치아의 물림은 심

교합 에서 상하악 제2 구치에서만 이루어졌다. 

구 인 교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 통증이 

소실되고 골 염 진행이 멈추었다고 단되는 시

에 교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제2 구치의 법

랑질내 선택  교합조정을 통해 조기 을 제거하

다5).

Ⅲ. 고찰  결론

  정상교합이란 심교합에서 해부학 으로 정상

인 교합상태를 이루며, 치아, 치아주 조직, 작근, 

턱 이 정상 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6). 개

인이 가지는 교합은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것으로 

당사자에게는 무척 익숙한 상태이다. 정상교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작근과 턱 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합의 균형은 깨지며, 환자는 치아의 물림 이상

을 감지하고 치과에 내원하게 되고, 그 양상이 격하

게 이루어지는 성 부정교합의 경우 환자를 더욱 불

안하게 만든다.

  성부정교합은 상하악 치아 계의 변화로 나타나

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높은 수복물, 상악동 문

제, 농양, 치주질환, 이동 혹은 맹출 인 치아에 의해 

주로 발생할 수 있고, 한 턱 계와 련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로 근경련과 같은 

근육성 문제와 턱 에 발생한 염증성 문제를 들 수 

있다2).

  근경련은 추신경계에 의해 유지되는 갑작스럽고 

불수의 인 긴장성 근수축으로, 근육통증과 운동범

의 제한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몇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국소성 근육장애는 근경련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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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9. TMJ CT view. A, Right side showed degenerative change of condyle and articular eminence. 

B, Left side showed normal morphology. 

킬 수 있으며, 이는 근피로와 국소 인 해질 균형의 

변화 등에서 비롯된다. 한 국소근동통, 과도한 발통

 통증 는 련된 모든 조직으로부터의 심부통증 

유입이 근경련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7). 작근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부정교합은 외측익

돌근 하두의 경련에 의해 그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해부학 인 구조상 붙잡고 있는 과두를 방으로 변

시키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8,9)
. 이 결과 환자는 턱이 

틀어지는 느낌을 가지며, 이환측 구치부의 이개와 비

이환측 견치의 강한 을 보이게 된다. 임상 인 소

견으로 턱이 비이환측으로 변 되며, 안정시 통증과 

해당근육의 사용시 심해지는 통증, 근육 진시 심한 

압통과 단단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구치부 최 교두간

시, 하악 방운동시 통증이 유발되며 기 치아

은 주로 반 측 견치부에서 나타난다9).

  의 염증성 장애는 일반 으로 외상이나 자극 

는 감염에 의해 이차 으로 발생한다. 염증성장애

는 보통 지속 이고 기능시 심해지는 부 의 통

증이 특징 이다. 통증이 심부에서 발생하고 지속

이어서 이차 인 추성 흥분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연 통, 통각과민이나 보호성 상호수축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며, 통증으로 인한 하악의 운동제한이 

나타난다. 염증성장애는 이환된 구조물에 따라 활막

염, 낭염, 원 후조직염, 건염 등으로 구분하며, 

넓게는 이들이 치료되지 않고 지속 으로 진행되어 

발생되는 골 염까지 포함한다
10)
. 원 후조직염은 

원 후조직의 염증상태를 의미하며, 이 조직은 

과 신경이 풍부해 증상이 비교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손상이 치유되지 않고 지속 으로 존재하면 

원 의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턱에 

외상을 받는 경우와 같이 과두가 원 후조직으로 갑

작스런 움직임으로써 손상을 야기하는 외인성과 기

존에 존재하는 원 의 변 와 같은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내인성으로 구분된다
11)
.
 
임상  증상으로 

지속 인 이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는 하악운동

에 의해 더 심화된다. 이악물기를 하면 개 통증이 

증가하고, 분리기를 물거나 아래턱을 방으로 치

시키면 통증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조직에 부종

이 생기면 동측 구치부 이 상실될 수 있다. 

  치료는 외인성 외상의 경우 이미 그 원인요소는 제

거되었기 때문에 통증조 을 한 진통제, 무통범

내 하악운동제한, 부드러운 음식을 권유하고 향후 발

생가능한 강직의 험성을 이기 해 서서히 운동

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음 와 온열요법도 통증의 

경감에 효과 이며 부정교합이 동반되는 경우 조직

이 치유되는 동안 교합을 안정시키기 해 교합안정

장치를 제작하고, 경과에 따라 조 해주어야 한다. 내

인성의 경우 원인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실시한다
11)
.

  염은 면의 염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의 염증성 장애의 진행된 질환으로 볼 수 있으며, 

골 염, 골 증, 다발성 염의 범주로 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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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골 염은 가장 흔한 것으로 퇴행성

질환(Degenerative joint disease)으로 불린다. 일반

인 원인요소는 조직에 가해지는 과부하이다11). 

골 염은 그 진행단계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있겠

지만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임상  증상을 보인다. 

의 통증으로 개구가 제한되며, 원 의 변

와 계되지 않는다면 부드러운 종말감을 흔히 느낄 

수 있다. 염발음이 형 으로 느껴지며, 질병에 오랫

동안 이환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많은 경우에서 턱

 방사선사진으로 확진을 내릴 수 있으며, 과두나 

하골의 구조 인 변화(편평화, 골증식체, 침식)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일반방사선 사진은 기의 병

소를 감지하는데 민감하지 못하며, 골 염이 의심

되면 컴퓨터단층촬 과 골스캔(Bone scan)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12,13). 구조에 한 기계

인 과부하가 주된 원인이므로 교합안정장치가 기본

으로 용될 수 있다10). 이와 동반하여 질병의 자기

한정성을 잘 이해하고 자가행동수정치료,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극 으로 시행해야 한다. 구 인 교

합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 질환이 안정화단계에 어

들었다고 단이 되면 교합치료, 교정  보철  수복 

등을 고려한다
5)
.

  본 증례에서는 성부정교합을 주소로 내원한 환

자의 병력  임상증상을 기 로 근경련, 원 후조직

염, 골 염과 같은 턱 계와 련된 문제로 진단

하는 과정과 그 치료법에 해서 살펴보았다. 성부

정교합은 치아와 련된 문제뿐 아니라 턱 계와 

련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교합만을 바로

잡기 한 비가역 인 교합치료는 올바른 근법이 

아니다14). 성 부정교합은 그 원인요소  기 에 

한 이해가 필요하고, 진단을 해서는 포 이고도 

세 한 환자병력조사와 임상검사가 필수 이며, 더욱

이 원인이 쉽게 밝 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역  방법

을 기 치료방법으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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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cute Malocclusion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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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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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patients complain about sudden ill-fitting occlusal sensation(acute malocclusion), a dentist has to consider many 

possible causes about that. Acute malocclusion is characterized its sudden onset and mainly can be caused by teeth and 

its related structure problem. But we always keep on mind that acute malocclusion also can be caused by temporom- 

andibular disorders

  In this 3 cases of acute malocclusion, evaluating by patient history, clinical and radiographic findings, we diagnosed 

them as 1. Lateral pterygoid muscle spasm, 2.. Retrodiscitis, 3. Osteoarthritis. 

  Through this non-odontogenic acute malocclusion cases, we emphasize the key of diagnosis is on comprehensive and 

careful patient history taking and clinical examination.

Key words : Acute malocclusion, Lateral pterygoid muscle spasm, Osteoarthritis, Retrodiscitis, Temporomandibular- 

             disor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