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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갈이 환자의 성격 유형 검사(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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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 은 스트 스와 련된 이갈이 환자의 성격요인을 MBTI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어떤 성격 유형이 이갈이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지를 밝힘으로써 그 성격별 특징을 이해하고, 향후 환자에게 균형 잡힌 선호를 갖도록 방안을 제시

하고 조언을 해 으로써 심인성 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생존 략을 고심해야 할 

시 에 이갈이 원인  성격 요인이 크다는 것을 밝  타 병원과의 차별성 획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갈이 환자에서는 I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는 주의집 과 에 지 방향을 자기 내부에 집 을 하며, 사생활이 보호

되는 것을 좋아하는 내향성이 스트 스 발산에 둔감할 수 있으므로 이갈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이갈이 환자에서는 T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는 의사결정 시에 원리, 논리, 원칙에 따르고, 분석 인 사고형이 심인성 

스트 스가 크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갈이 환자의 ST분포가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일의 생산성과 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보수 인 성향이 있는 유형

이 이갈이를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긴장과 스트 스도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넷째, 이갈이 환자에서는 IJ지표가 높았다. 이는 변화하기 어렵고 비에 철 한 성격인 결정 지향  내향형이 이갈이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이갈이 환자에서 IT지표가 높았다. 내향  사고형이 쉽게 상처받는 그들의 성격 특성상 스트 스의 강도가 크리

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갈이 환자에서는 IS지표가 높았다. 이는 조용하고 수동 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해 방어 인 내향  

감각형이 이갈이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갈이 환자군은 분명한 성격유형 특징이 있다. 분석 이고 내향 인 유형이 많은 이갈이 집단이 

조군에 비해 스트 스의 인지 정도가 더 높으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이갈이, 성격 유형 검사(MBTI), 스트 스

1)Ⅰ. 서    론

  스트 스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생활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명이 발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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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람들이 겪는 스트 스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

해지게 마련이다. 

  심인성 스트 스는 우리 생활상에서 복잡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구나 경험하게 되지만, 일반 으로 생각

하는 것처럼 항상 나쁜 것은 아니며, 종종 일을 수행하

고 성취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일반 으로 스트 스를 일으키는 요인들로는 심리

사회  요인, 생물생태학  요인, 성격요인들을 들 수 

있다. 이 에서 성격요인은 과도한 스트 스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자기지각과 특징 인 태

도  행동역동을 반 한다.
1)

  Hans Selye는 스트 스를 “어떤 요구에 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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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특이성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많은 환자의 

정서상태 상당부분이 심인성 스트 스에 달려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스트 스원에 노출된 

사람들은 개 근 활동 과다를 나타낸다고 하 고, 환

자가 경험한 정서  스트 스 수 이 두경부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갈이, 이악물기와 같

은 비기능  근활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2)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일상생활에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인식과 단에 

한 융의 심리  기능이론, 그리고 인식과 단의 방

향을 결정짓는 융의 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

되었다. 융의 심리유형론은 인간행동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

서정연하고 일 된 경향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 다. 

그리고 인간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식(Perception)

하고 단(Judgement)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MBTI는 Isabel의 지속 인 연구 끝에, 체 과정의 

70여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MBTI Form A,B,C,D,E를 

거쳐 최종 인 F와 G로 만들어졌으며, 9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는 성격유형지표로써 외향성-내향성(주의집

과 에 지(원천)과 방향), 감각-직 (정보수집(인식

기능)의 방법), 사고-감정(의사결정( 단)기능), 단-

인식(외부 세계에 한(태도), 행동이행과 생활양식) 

지표  개인이 선호하는 4가지 지표로 표시된다.

  이러한 4 의 양극  성격 유형을 통하여 개인의 지

배 이거나 개인이 선호하는 심리  과정을 보여주는 

자가진단 측정 수단이 바로 MBTI이다. 여기서 심리

 과정에 한 개인의 선호도란 오른손잡이냐 왼손

잡이냐에 한 선호를 표 하는 것과 같은 방식과 비

슷하게 유추해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의 여덟 개의 과정들을 모두 거치지만 자신이 선호

하는 과정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3)

  MBTI의 목 은 각자가 인정하는 반응에 계된 자

기보고를 통하여 인식과 단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의 근본 인 선호성을 알아내고 각자의 선호성이 개별

으로 는 복합 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결과들을 

측하여 실생활에서 도움을 얻어내려는데 있다.
4)
 

  여러 보고들에서, 이갈이 원인  심리  요인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갈이 환자의 

심리  특성에 한 보고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의 한 유발요인인 성격요인

을 MBTI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환자에게 MBTI 유형

에 한 개요와 환자의 해당 유형에 한 설명을 해

으로써 자기 자신에 한 이해와 자신의 선호가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 어떻게 다른 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

며, 향후 균형 잡힌 선호를 갖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보충  는 반 되는 감정을 개발할 수 있도

록 조언을 해 으로써 심인성 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

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이갈이군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경희

의료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16세 이상 환자로 이갈이 

증상이 가족으로부터 확인된 환자  설문에 응한 환

자 70명(남자 15명, 여자 55명)이었고, 조군은 경희

의료원에 내원한 이갈이 증상이 없는 환자  16세 이

상이며 설문에 응한 환자 40명(남자 19명, 여자 21명)

으로 분류하여 연구 상으로 하 다.

  남, 여의 성별 차이가 큰 것은 이갈이 환자  이갈

이에 한 인식과 심의 정도에 따라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학교 재학 포함), 고재(고등

학교 재학), 고졸, 재( 학교 재학), 졸, 학원이

상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 다.

  직업은 주부, 일반사무직, 매서비스, 리직, 문 

리직, 학생, 문직, 자 업 기타 등의 아홉 가지로 

구분하 는데 학생이 과반수(50.O%)를 차지하 다.

2. 연구방법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바탕을 두고 C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1941년 이후 계속

으로 연구 개발하고, 김정택과 심혜숙에 의해 한국어

로 표 화된 성격유형지표인 MBTI 검사지(form G)

를 사용하 고, 환자가 내원한 당일에 검사 후 당일 회

수하여 채 되었다.

1) 연구가설 설정

  MBTI는 각각의 지표별로 특징 인 유형이 있다. 이

에 착안하여 심인성 질환이라 여겨지는 이갈이 환자와 

이 조군인 비이갈이 환자의 성격유형분포는 지표별 

차이가 있으리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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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이갈이 환자와 비이갈이 환자의 성격유형분포는 4가지 선호경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E/I(외향성/내향성)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S/N(감각형/직 형)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T/F(사고형/감정형)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J/P( 단형/인식형)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이갈이 환자와 비이갈이 환자의 기능별(ST, SF, NF, NT) 성격유형분포는 지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이갈이 환자와 비이갈이 환자의 기질별(SJ, SP, NF, NT) 성격유형분포는 지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이갈이 환자와 비이갈이 환자의 태도지표별(IJ, IP, EP, EJ) 성격유형분포는 지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  이갈이 환자와 비이갈이 환자의 일처리 유형별(ET, IT, EF, IF) 성격유형분포는 지표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  이갈이 환자와 비이갈이 환자의 사분할(ES, IS, EN, IN) 성격유형분포는 지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Table 1. Hypothesis 

 

E I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21

30.0

49

70.0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24

60.0

16

40.0

p-value 0.002

* p<0.05

Table 2-1. Frequency and Percent of Extraversion- 

Introversion for bruxism patients and 

non-bruxism patients

Ⅲ. 연구결과

1. 가설 검증결과

  수집된 자료  MBTI는 검사 요강의 채  방식에 

따라 채 을 하 으며, 본 가설의 검증을 하여 각 유

형별로 수를 Excel로 코딩 작업 후 SPSS(Stati-

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통

계처리 하여 산처리하 다.

가설 1. 이갈이 환자와 교정 환자의 성격유형분포는 4

가지 선호경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E-I(외향성-내향성)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는 Table 2-1과 같다.

1-2) S-N(감각형-직 형)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S N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59

84.3

11

15.7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28

70.0

12

30.0

p-value 0.076

* p>0.05

Table 2-2. Frequency and Percent of Sensing- 

Intuition for bruxism patients and 

non-bruxism patients

    결과는 Table 2-2과 같다.

1-3) T-F(사고형-감정형)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는 Table 2-3과 같다.

1-4) J-P( 단형-인식형)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는 Table 2-4과 같다.

가설 2. 이갈이 환자와 교정 환자의 기능별(ST, SF, 

NF, NT) 성격유형분포는 지표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설 3. 이갈이 환자와 교정 환자의 기질별(SJ, SP, 

NF, NT) 성격유형분포는 지표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는 Table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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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F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56

80.0

14

20.0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22

55.0

18

45.0

p-value 0.005

* p<0.05

Table 2-3. Frequency and Percent of Thinking- 

Feeling for bruxism patients and  

non-bruxism patients

J P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44

62.9

26

37.1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20

50.0

20

50.0

p-value 0.188

* p<0.05

Table 2-4. Frequency and Percent of Judging- 

Perceiving for bruxism patients and 

non-bruxism  patients

ST SF NF NT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48

68.6

11

15.7

3

4.3

8

11.4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15

37.5

13

32.5

5

12.5

7

17.5

p-value 0.014

* p<0.05

Table 3. Frequency and Percent of psychological 

functions for bruxism patients and non- 

bruxism  patients

가설 4. 이갈이 환자와 교정 환자의 태도지표별(IJ, IP, 

EP, EJ) 성격유형 분포는 지표간의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결과는 Table 5과 같다.

SJ SP NF NT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38

54.3

21

30.0

3

4.3

8

11.4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17

42.5

11

27.5

5

12.5

7

17.5

p-value 0.283

* p<0.05

Table 4. Frequency and Percent by Temperaments 

of bruxism patients and non-bruxism  

patients

IJ IP EP EJ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33

47.1

15

21.4

11

15.7

11

15.7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7

17.5

9

22.5

11

27.5

13

32.5

p-value 0.011

* p<0.05

Table 5. Frequency and Percent by Attitude 

Indicators of bruxism patients and non- 

bruxism patients

ET IT EF IF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13

18.6

43

61.4

9

12.9

5

7.1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13

32.5

9

22.5

11

27.5

7

17.5

p-value 0.001

* p<0.05

Table 6. Frequency and Percent by work progress 

type of bruxism patients and non-bruxism  

patients

가설 5. 이갈이 환자와 교정 환자의 일처리 유형별

(ET, IT, EF, IF) 성격유형분포는 지표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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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 EN IN

 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18

25.7

41

58.6

4

5.7

7

10.0

비이갈이 환자  빈도 (n)

               분포 (%)

14

35.0

14

35.0

10

25.0

2

5.0

p-value 0.008

* p<0.05

Table 7. Frequency and Percent of 4 Split for 

bruxism patients and non-bruxism 

patients

가설 6. 이갈이 환자와 교정 환자의 사분할(ES, IS, 

EN, IN) 성격유형분포는 지표간의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Ⅳ. 고    찰

  이갈이(bruxism)는 일반 으로 주간의 이악물기

(clenching)와 야간의 이갈이(grinding)를 포함하는데 

이악물기는 상하악의 정 인 계에서 합하는 치열

이 힘있게 다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갈이는 하악

의 편심운동시에 상하악이 동 인 계에서 힘있게 

다물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5)

  그리스 언어인 ‘brychein'에서 유래된 이갈이는 습

이고 비기능 인 이갈이  이악물기로서 정의되

며 치아의 마모와 통증, 치주염, 작근의 긴장과 통

증, 악  장애, 목과 어깨의 통증, 두통 등을 래하

는 괴 이고 지속 인 습 이다.
6)
 

  발생빈도는 성인에서는 5～96%, 어린이에게서는 

15% 정도이며 남녀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 이같이 부분의 사람들이 이갈이 양상을 보이지

만 5～20%만이 이러한 이상 기능 활동을 인지하는데 

이는 잠재의식 하에서 일어나는 이갈이의 특성 때문

에 이러한 행 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Glaros는 치과환자의 31%에서 이갈이가 있음을 

보고했다.7)

  한, 이갈이는 낮이나 밤에 비기능 으로 치아를 

악물거나 가는 행 로 정의할 수 있으며, Ahmad와 

Scharer는 이갈이는 정신 , 국소  혹은 신  원인

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아의 비기능  

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 다. 이갈이는 개 야

간의 무의식 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국한되지

만, 낮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의식 으로 혹은 무의식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필, 손톱, 뺨 혹은 입술을 

깨무는 것과 같은 비기능  활동이 의식 으로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껌을 계속해서 씹는 경우도 비기능

성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8)9)

  한 연구에서는 이갈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

는데, 구강검사에서 치아   2개 부분 이상의 비

기능 교두마모가 있으면서 주 으로 이갈이

(clenching)를 한다고 인식했을 때 이갈이형

(clenching type)으로 분류하 고, 교합면의 마모  

구강내 설 막 압흔이 있으면서 주 으로 이악물기

를 한다고 인식하 을 때 이악물기형(grinding type)

으로 분류하 으며 이갈이와 이악물기형(grinding 

&clenching)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혼합형(mixed 

type)으로 분류하 다.
10)

  이갈이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 으로 교합

장애, 유  소인, 알 르기, 추신경계장애와 더불

어 심리  요인이 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  요인이 이갈이의 직 인 원인이라는 증거

는 없으나 여러 보고에서 이갈이와의 연 성을 시사

하고 있는데 그 로, Ahmad
8)
는 이갈이를 불안, 미움, 

공격 등 표 되지 않는 감정에 한 스트 스를 잠재

으로 표출하는 행 라고 했고, Hicks와 

Chancellor.
11)

는 만성 이갈이 환자  조 하고 경쟁

이고 야심 이고, 불안정감을 피하기 해 지속 인 

성취활동을 하고 공격성 경향이 높아 만성 인 

감을 특징 으로 갖는 A형 성격이 많다고 하 고, 

Molin과 Levi(1966)는 이갈이가 우울, 불안과 련된

다고 하 다.

  재는 이갈이 활성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정서  스트 스가 고려되고 있으며, 정신 심리

 요인에 의해 발생된 인체 스트 스 인자는 근 긴장

을 야기하여 증가된 근육 활성의 이완 기 으로써 이

갈이 증상이 보인다고 하 다.  

  한, Rugh와 Solberg(1976)는 턱  장애자들이 

어떤 특정한 성격 양상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

에 비하여 좀 더 불안성향이 높을 뿐이라고 지 하면

서 불안해지면 근육이 긴장되고, 특히 턱의 근육이 긴

장되어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게 된다고 하 으며,
12)
 

SCL-90R을 이용한 턱  장애 환자의 심리 특성에 

한 연구에서도 이갈이 환자가 턱  장애군 과의 

비교에서 불안, 공포불안, 정신증 척도에서 유의성 있

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턱  장애와 이갈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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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인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Engel(1951)은 안면을 히스테리성 환 장애의 증

상발  부 라고 시사하면서 아동기때 받은 외상으로 

인한 강한 정서  갈등의 억압이 성장 후 어떤 환경  

스트 스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면에 표출된다고 

하 다. 다시 말해서 아동기에 충격을 받았을 경우, 성

장 후 생활 사건  스트 스로 환 장애가 발생되면 

신체증상이 안면에 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3)

  특히 MMPI에서 환 V형(conversion V)의 높은 

수는 환 장애의 양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부

분의 정신 분석가들은 턱  기능장애를 환 장애

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MMPI를 이용한 보고에 의하

면 턱  환자는 일반 으로 조군에 비하여 불안, 

긴장, 강박 념, 신경과민, 우울, 공격성 등을 보인다

고 하 다.14)

  한, 턱  장애 환자의 생화학 검사에서도 뇨  

스트 스와 련이 있는 catecholamine 농도가 상승

되었던 것으로 보아 턱  장애는 정신 요소와 상

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5)

  이외에도 기질  요인으로 치아부정교합, 추신경

계 병소, 신성 요인, 알 르기성, 수면  부분각성 

등을 들 수 있어 이갈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와 같은 요인들은 서로 혼합하여 작용하

게 되는데, Tishler(1928)는 일 이 이갈이의 원인을 

치아교합 장애와 신경증  상태가 혼합된 것으로 시

사한 바 있으며, 심리  요인과 체성요인  이 둘의 

혼합요인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

반 인 견해이다.

  한, 이갈이는 신경질 인 사람들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고, 해결할 수 없거나 표 할 수 없는 감정의 문

제에 한 조 되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막 언어표 을 시작하거나, 자기주장이나 감정표

이 억압된 어린이에게서, 시험이나 경쟁 인 운동 

시에 종종 이갈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8)

  이갈이의  다른 원인으로는 약물이나 유  소

인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갈이 환자의 가족 구성원

이 서로 비슷한 감정 인 문제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 다.
16)

  이갈이의 원인과 신체 구조  변화에 하여 Clark

와 Solberg(1979)는 이갈이와 련된 작계 동통과 

턱  장애 증상을 지닌 환자의 교합 스 린트를 이

용한 연구에서 장착 후 스 린트에 의한 턱  구조 

 교합의 변경으로 구조  원인에 한 증상은 감소

되었으나 이갈이 자체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정신 

심리와 련된 근활성도의 증가로 근 긴장이 이갈이

의 주원인이지만 증상 제거에 있어 구조  교합  요

인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하 다.  

  Lupton(1966)은 조사 환자의 80%는 다른 정신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Carlsson(1982)과 

Gold(1979) 등도 조군에 비하여 허리, 팔, 다리 등에 

통증과 궤양, 신경선 염, 천식 등의 정신 심리에 의

한 신체화 증상 련성을 보고하 다.
17)
 

  그러나 이와 같이 이갈이 원인  정신  요소에 의

한 개인  인성이 근 활성을 증가시켜 이갈이를 야기 

시키지만 단 하나의 정신  요소에 의해서만 발생되

는 것이 아니기에 원인 규명에 있어 정신 , 구조 , 

기능  요소들의 상호 련에 의한 다면  원인이 복

합 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이갈이가 스트 스에서 기인한다는 선행연구에서, 

스트 스원에 노출된 사람들은 개 근 활동 과다를 

나타내며, 환자가 경험한 정서  스트 스 수 이 두

경부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갈이, 이

악물기와 같은 비기능  근활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 듯이, 본 연구에서도 스트 스에 민감하리라 생각

되는 성격유형의 분포에 이갈이 환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갈이 환자에서는 I(70%)비율이 E(30%)비율보다 

높았으며, 비이갈이 환자 집단에서는 E(60%)비율

이 I(40%)비율보다 높았다. 

2. 이갈이 환자에서는 T(80%)비율이 F(20%)비율보다 

으로 높았으며, 비이갈이 환자에서도 

T(55%)비율이 F(45%)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3. 이갈이 환자의 ST분포가 체의 68.6% 로 비이갈

이 집단의 ST분포인 37.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4. 이갈이 환자에서는 IJ지표가( 체의 47.1%) 높았으

나, 비이갈이 환자에게는 매우 낮았다. 

5. 이갈이 환자에서는 IT지표가( 체의 61.4%) 월등히 

높았으나, 비이갈이 환자 집단에서는 지표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6. 이갈이 환자에서는 IS지표가( 체의 58.6%) 높았으

나, 비이갈이 환자 집단에서는 지표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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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주의집 과 에 지 방향을 자

기 내부에 집 을 하며, 은둔, 비 , 사생활이 보호되

는 것을 좋아하는 내향성이, 폭넓은 다수의 인 계

를 가지며, 삶에 넓이를 부여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성이 좋은 경향을 지닌 외향성보다 스트 스 발

산에 둔감할 수 있으므로 이갈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 의사결정 시에 원리, 논리, 원칙에 따르고, 객

 진실에 요성을 가지며, 분석 인 사고형이 의

사결정 시에 원칙보다는 의미와 향을 시하는 상

황 이며 포 인 감정형 보다는 이갈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심인성 스트 스가 크다고 생각되며, 실질

이고 사실 심  객  분석을 잘하며 일의 생산

성과 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보수 인 성향이 있는 

성실, 근면하며 책임감 있는 유형이 이갈이를 잘 한다

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긴장과 스트 스도 많으

리라 여겨진다. 

  보수 이고 조용하며 변화하기 어렵고 인내하며 

비에 철 한 성격인 결정 지향  내향형이 그들의 특

이한 꼼꼼한 성격으로 인해 이갈이를 많이 하게 된다

는 결론을 가질 수 있으며, 념에 향을 받고, 독립

을 추구하여 흔히 다른 사람들의 향에 하여 방어

이며, 상처받기 쉽고 친 해지거나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념을 개할 때 완고하고, 타  없는 

념을 추구하는 내향  사고형이 쉽게 상처받는 그들

의 성격 특성상 스트 스의 강도가 크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조용하고 수동 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해 방어 이고, 한 립 이고 도 있고, 다른 사

람들에게 냉담한 내향  감각형이 이갈이를 많이 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갈이 환자군은 분명한 

성격유형 특징이 있다. 개인별로 같은 자극과 환경

에서도 스트 스 반응 정도가 각각 다른 것처럼 이갈

이 환자들 에서도 조군에 비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 스 인지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일처리 방식

이 정확하며, 분석 이고 원칙론 인 면이 강하고 자

기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기 보다는 자기 내면에 담아

두는 유형이 많은 이갈이 집단이 조군에 비해 스트

스의 인지 정도와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결과가 두 집단의 차이를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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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ersonality Type Test(MBTI) of the Korean Bruxism Patients 

Hyun-Ae Lee1, Q-Schick Auh, D.M.D.,M.S.D.,Ph.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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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D.,M.B.A.,

Yang-Hyun Chun, D.M.D.,M.S.D.,Ph.D.2,3, Jung-Pyo Hong, D.M.D.,M.S.D.,Ph.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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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2,

  and Institute of Oral biology
3, Kyung Hee University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tress on the health of bruxism patients using the MBTI system. 

The most common personality type will be identified among the bruxism patients and by understanding their personality 

& their handling of stress, more comprehesive and effective treatment plan can be constructed. The study will also 

conclude that the type of personality has big effect on the cause of  bruxism , and that this will be considered in the 

treatment plan in this hospital.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more bruxism patients were type I than type E. It can be suggested that this result is due to the introversive 

people maintaining their energy how within themselves, and private are less to likely to release there stress than the 

expressive people.

  Second, among the bruxism patients significantly more type T were found compared to type F. This implies the 

bruxism tend to follow principals, scientific and analysing during decision making rather than basing their decision an 

meanings, emotions and influences.

  Thirdly, more bruxism patients clarified into ST in comparison to non-bruxism patients.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probable increased stress and anxiety following ST people's tendency to more strict and realistic thinking according 

to effectiveness, evidence-based and productivity.

  Fourth, the type IJ was the most of the bruxism patients. We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decision-oriented 

introversion people who have hard to change, a thoroughgoing preparation characters are likely to grind their teeth by 

their detailed characters.

  Fifth, the type IT was the most of the bruxism patients. Bruxism patients are usually influenced by spirit, easily 

hearted, awed of relationship and attention. So, their intensity of stress is much bigger because of their personality.  

  The last, Type IS was the most of the bruxism patients. It means that introvert sensitive types who have characters 

of calm, passive but defence to other's emotion, also neutral, keep moderation, and have cold-heartedness are likely to 

grind their teeth frequently. 

  In conclusion it is evident that bruxism patients have particular personality types. Precisive, analysing and  

introversive bruxism patients are expected to have higher sensitivities to stress.

Key word: Bruxism, MBTI, 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