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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 유해자극차단장치를 이용한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치료 증례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노병윤․안종모․윤창륙․유지원

구강작열감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e: BMS)은 특기할 임상적인 증상 없이, 구강 내에 나타나는 병적인 작열감

또는 통증을 지칭한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은 주로 혀 전방 그리고 측방에 증상이 나타나며, 경구개 전방, 입술 등의 다른 구강

점막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과 외

상 같은 국소적 요인, 내분비 변화, 당뇨, 영양결핍(비타민, 아연 등), 철분 또는 엽산 결핍과 관련된 빈혈과 같은 전신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불안, 우울, 암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는 구강작열감증후군이 신경학적 병변에 의한 신경병변성 통증의 특성을 나타냄을 보고하고 있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치료는 알려진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또한 여러 각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 중,

clonazepam의 국소적 적용, capsaicin, alpha lipoic acid 투여 등의 약물요법이 주로 이루어지며, 저주파 에너지 레이저 조사,

침술요법과 같은 치료법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혀를 국소적 자극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구강작열감증후

군의 증상을 완화시킨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강작열감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하악 치아에 가철성 유해자극차단장치를 장착하여 증상이 개선된

증례를 소개하고, 구강 이상악습관과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연관성 및 이에 대한 치료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어: 가철성 장치, 구강작열감증후군, 이상악습관

1)Ⅰ. 서 론

구강작열감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e:

BMS)은 특기할 임상적인 증상 없이, 구강 내에 나타

나는 병적인 뜨거운 감각 또는 통증을 지칭한다.1) 구

강작열감증후군은 주로 혀 전방 그리고 측방에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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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연구되었음.

이 나타나며, 경구개 전방, 입술 등의 다른 구강 점막

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구강작열감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
, 대개 중년 이후의 여성

4)
, 특히

폐경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전

체 인구의 0.7∼15% 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6-8)

진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유병률 조

사시 다양한 이환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과 외상 같은 국소적 요인10), 내분비 변화,

당뇨, 영양결핍(비타민, 아연 등), 철분 또는 엽산 결

핍과 관련된 빈혈과 같은 전신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5), 불안, 우울, 암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는 구강작열감증후군이 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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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에 의한 신경병변성 통증의 특성을 나타냄을 보

고하고 있다.
1)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치료는 알려진 원인이 분명하

지 않기 때문에 치료 또한 여러 각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 중, clonazepam의 국소적 적용, capsaicin, alpha

lipoic acid 투여 등의 약물요법이 주로 이루어지며 11),

저주파 에너지 레이저 조사
12)
, 침술요법과 같은 치료

법도 보고되고 있으며
13)
, 일부 환자의 경우 자발적으

로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혀를 국소적 자극요인으로

부터 보호하여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킨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14-16)

본 연구는 구강작열감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환자

에게 하악 치아에 가철성 유해자극차단장치를 장착

하여 증상이 개선된 증례를 소개하고, 구강 이상악습

관과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연관성 및 이에 대한 치료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임상 증례

증례 1

52세 남자 환자가 혀 우측면 후방부위의 이물감 및

쓰라림, 불편감을 주소로 본과에 내원하였다. 환자 진

술에 의하면 증상은 약 3년 전부터 발생하였고, 특기

할 연관된 사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기 증

상을 주소로 과거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적이 있으며,

증상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

였으며, 이후 내원한 개인치과에서 치아와 혀가 부딪

혀서 상기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Fig. 1. Case 1: Clinical Appearances of the tongue

들었고 구강내과 내원을 권유받았다고 하였다. 불편

감에 대한 강도는 Numeric Rating Scale(NRS)로 평

가시 8 정도라고 하였다.

전신병력 청취시 특기할 전신 질환 등의 병력은 발

견되지 않았으며, 초진 당일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결과 큰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임상

검사시 혀 우측 측면의 엽상유두 부위의 경미한 발적

및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

환자의 임상증상 및 병력검사, 방사선사진 검사를

토대로 1) 엽상유두 비대(foliate papilla hypertrophy)

2) 구강악습관에 의해 발생된 구강작열감(Oral

burning sensation due to parafunctional habit)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었다.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 및 교육, 구강악습관 관련 행동요법

교육, clonazepam(RhivotrilⓇ 0.25 mg t.i.d.(powder))

을 이용한 약물의 국소도포를 시행하였다. 1주일 후

내원시 증상의 호전되었음을 보고하였고, 통증의 강

도는 초진시에 비해서 40% 가량 호전된 NRS 5를 기

록하였다. 이후 동량의 약물투여를 통한 경과관찰을

1개월 마다 시행한 결과 2개월 후 내원시 증상이 많

이 개선되었음(NRS 1)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달 후

내원시(초진 기준 3개월 경과관찰 시행시) 증상이 약

간 악화되었음을 호소하였고, 이후로는 clonazepam

국소적 적용 후에도 증상이 지속됨을 호소하였다.

이는 혀를 치아에 지속적으로 대거나 비비는 등의

구강 이상악습관이 조절되지 않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악 치열

을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인상채득 후 제작된 인상

모형에 Bioplast 1.0 × 125 mm (Scheu dental tech.),

Duran 0.75 mm × 125 mm(Scheu dental tech.)를 압착

Fig. 2. Case 1: Insertion of the aniti-nociceptive

appliance to lower den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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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여 하악치열에 장착되는 가철성 유해자극차단

장치를 제작하였다.(Fig. 2.) 환자에게 식사 시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시간 장착할 것을 지시하였다.

1주일 후 경과관찰시 증상의 감소됨을 나타내었고,

이후 내원하지 않았다.

증례 2

66세 여자 환자가 혀 전방부의 화끈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며 본과에 내원하였다. 환자 진술에 의하면 증

상은 약 2개월 전 전치부에 발생한 치주염으로 잇몸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증상의

양상으로는 혀 전방부의 화끈거리는 증상과 더불어

간헐적인 상악 전치 구개부에도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통증의 강도는 Numeric Rating Scale(NRS)

로 평가시 3∼4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증상의 악화요

인은 특기한 것은 없었으며, 완화요인으로는 음식물

저작 또는 차가운 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 의치 착탈 여부와 관계없이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

였다.

전신병력 조사시 고혈압약과 신경안정제, 관절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2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병

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1년 전 배우자와 사별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초진 당일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

선 사진 소견상 하악 양측 제 2소구치, 제 1,2 대구치

의 결손 소견 및 중등도의 치주염 소견을 보이고 있

었으나 환자의 주소와 연관된 병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초진 당시 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으로 15년전

에 제작한 가철성 국소의치를 장착중이었다. 구강내

임상 검사시 하악 구치부의 결손 소견을 보이고 있었

Fig. 3. Case 2: Clinical Appearances of the tongue

으며 하악 잔존치아는 가철성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되기 위해 도재소부전장관 보철 치료를 시행받

은 상태로 특기할 구강점막의 압흔 소견 등은 관찰되

지 않았다. (Fig. 3.)

이는 이상악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구강작열감증후

군으로 진단하였고, 습관개선에 대한 설명과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NSAIDs 용액(Okifen
Ⓡ
solution 1.6g)

을 처방하였으며 잠재적인 구강 캔디다증을 감별하

기 위하여 캔디다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1주일 후

내원시 증상의 차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캔디다 배양

검사 상 양성 소견을 보여, chlordiazepoxide(Liberty
Ⓡ 10 mg b.i.d) 경구투여 및 fluconazole(DiflucanⓇ

dry syrup 10 mg) 국소 투여를 지시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을 보이지 않아 구강내 이상악습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치료를 권유하였으며, 환자가 동의하여 하

악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1주일 후 Bioplast 1.0 ×

125mm (Scheu dental tech.)을 이용하여 하악 치열에

장착되는 가철성 유해자극차단장치를 제작하여 환자

에게 식사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장착을 지시하

였다. (Fig. 4.)

2주일 후 환자분께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

였고, 약 한달 후에는 불편감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장치 장착 후 10주 경과하여 증상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한 결과, 간헐적인 통증만 잔존한다고 하여 치료를

종료하였다.

이후 환자는 2년 6개월 후 동일한 증상을 주소로

재내원을 하였다.

환자 진술에 의하면 치료 종료 후 증상이 지속된

것은 아니며, 약 2개월 전 의치를 새로 제작하여 장착

한 뒤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구강내 임상검

Fig. 4. Case 2: Insertion of the aniti-nociceptive

appliance to lower den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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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하악 양측 견치가 추가적으로 발거된 상태

로, 구강 내 점막부위 특기할 이상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과거 시행한 가철성 유해자극차단장치 치료

를 시행받기를 희망하였으나, 2년 6개월 전 내원한 상

태와는 치열의 변화가 존재하여 장치치료의 효과가

의문시 되어 현재 clonazepam 국소도포(RhivotrilⓇ

0.5 mg t.i.d. (powder))를 시행하며 경과관찰 중이다.

Ⅲ. 고 찰

구강작열감증후군은 점막질환 또는 다른 기타 질

환의 임상적 징후를 보이지 않지만 통증이 지속적으

로 존재하는 만성적인 구강안면통증 질환이며,
6,7,17,18)

상대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임상적인 상태이다. 국제

통증 연구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은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정의로, 임상검

사, 실험실검사 등의 이상소견을 동반하지 않는, 혀

또는 구강점막부의 4-6개월간 지속되는 통증이라고

하였다.
4)

국내에서는 구강작열감증후군에 대한 역학

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약 1,300,000명의 성인이 구강작열감을 유발하는 질환

에 이환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7,17)

구강작열감증후

군은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19), 진단과정은 구강점막의 상태 및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진단 및 치

료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문헌

을 고찰해 보았을 때,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크게 3가지의 형태로 1) 국소적 요인

(local factors), 2) 전신적 요인(systemic factors), 3)

심리적 요인(psychogenic factors)를 들 수 있다. 이

중 국소적 요인에 속하는 구강 이상악습관 (Oral

Parafunctions)은 과도한 교합력을 유발하며 이를 갈

거나 악무는 행위 등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데,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구강작열감을 유발하기

도 한다.
20)

또한 이는 불안 또는 증가된 근육활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7)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BMS의

유발요인으로 신경학적 질환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신경생리학적 연구를 통

해 BMS의 통증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의 이상소

견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7,21)

그리고

구강작열감증후군에 이환된 점막의 조직검사를 시행

한 결과22-24), BMS는 삼차신경의 작은 직경의 신경섬

유의 이상 소견을 동반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상악습관은 혀 또는 구강점막의 미세외상을 유발하

게 되어 신경병변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7)
을 추정

해 볼 때 BMS를 진단 및 치료하는데 있어, 이상악습

관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된 연구에 따르면, 가철성 장치를 장착하여 하

순부의 작열감을 개선시킨 증례16)를 보고하고 있으

며, Axéll
14)

은 구강점막부의 작열통을 호소하는 환자

53명에게 removable lingual acrylic splints를 제작하

여 장착한 결과 통증의 강도의 개선을 보였다고 하였

다. López
15)

는 혀에 장착하는 tongue protector를 제

작하여 BMS로 진단된 환자에게 무작위 대조군을 이

용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여, 통증의 강도의 개선 정

도를 Visual Analogue Scale(VAS)로 평가시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장치는 Axéll14)의 removable

lingual acrylic splints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

나, 치아모형에 진공 압착성형기(Biostar, Scheu

dental, Germany)를 이용하여 1.0 mm 의 sheet

(Bioplast 1.0 × 125 mm)를 가철성 장치를 제작하는

것으로, 균일한 두께의 장치를 제작하여 환자의 이물

감을 최대로 줄이고, 제작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증례 1,2 모두 특기할 이상소견을 동반하지 않는

혀의 측방부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경우이다. 증

례 1의 경우 증상 이환부에 접촉하는 치아의 경우 특

기할 치과치료를 시행한 기왕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증례 2의 경우, 하악 전치부의 치주치료를 시행하고

난 후 상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환자의 경우, BMS의 발생은 특기할 유

발요인 또는 연관사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4)

그러나 약 17% 내지 33%의 환자의 경우 증상

이 발생할 당시 상기도 감염, 치과치료, 약물사용과

같은 연관성 있는 사건을 기억하기도 하며, stress와

같은 증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25)

치과치료의 경우, 외과적인 술식을 동반한 치료를 시

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시적으로 구강내

환경의 미세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변

화를 인지하게 되는 것은 혀의 치아부에 대한 문지르

기, 누르기, 빨기 등 혀의 지속적인 운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작열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증상이 이환된 혀 부위에 닿게 되는

하악치열 전체에 균질한 두께의 가철성 유해자극차

단 장치를 장착할 경우 전치아 및 이행점막부를 피개

함으로서 혀의 탐색운동시 동일한 감각을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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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이상악습관의 개선 및 작열감의 개선을 초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본 장치의 작용기전이라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장치를 장착하고 난

증례 1, 2의 경우 증상이 상당수 경감되었으며, 증례

1의 경우는 환자의 내원 중단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

과관찰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증례 2의 경우 약

10주간의 장치 장착 후 치료를 종료하고 난 후에도

증상이 재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가철식 설측 장치를 장착함에 따라 구

강 작열감의 개선을 연구한 Axéll
14)

또한 대조군에

비해 장치를 장착한 실험군에서 증상의 개선이 된다

고 보고하였으나, 습관개선을 교육한 대조군 또한 교

육시행 후 단기적 증상의 개선을 보인 점을 들며, 구

강내 이상악습관에 따른 BMS의 경우 장치치료도 고

려해야 하지만 습관개선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가철성 장치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 1, 2 모두 하악 치열에 장착하

여 치료를 시도한 결과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환된

부위가 상악의 경우, 상악 치열에 장착해보았을 경우

증상의 개선 여부를 추정할 수 없으며, 치아가 부분적

으로 발거된 부분 무치악의 경우 치료를 시행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본 증례 2의 경우, 치료가 종료된 후

2년 6개월(30개월) 후 증상이 재발하였으나 그동안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1차 치료시 증

상의 개선이 되지 않아 재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 증상이 재발한 당시 하악 양측 견치를 발

거 후 가철성 국소의치를 개인치과에서 제작하고 난

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과거 가철성 유해자극차단장

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된 점으로 인해 장치를 재제작

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치아상태와 달리

잔존치아간의 치열의 연속성이 사라져 장치를 장착

하는데 있어 유지력 및 무치악부위로 치아의 전방이

동을 이전 상태에 비해 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어 장치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앞서 기술하였던 것처럼 BMS가 발현되는 부위는

혀의 전방부, 측방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

의 증상에 따른 장치의 형태의 변형이 요구되며, 기타

BMS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국소적, 전신적, 심리적

요인의 감별에 따라 본 유해자극차단장치 치료를 시

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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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Report : Treatment of Burning mouth Syndrome Using

a Removable Anti-Nociceptive Appliance

Byung-Yoon Roh, D.D.S., Jong-Mo Ahn, D.D.S.,M.S.D.,Ph.D.,

Chang-Lyuk Yoon, D.D.S.,M.S.D.,Ph.D., Ji-Won Ryu, D.D.S.,M.S.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Burning mouth syndrome(BMS) refers to a chronic orofacial pain disorder usually unaccompanied by mucosal lesions

or other clinical signs. Tongue(anterior and lateral border) is found to be the most common site for the burning

sensations in the oral cavity, and various oral sites may be affected including hard palate and lips.

The etiology of this disorder remains poorly understood, but the various factors might be related with the pathogenesis

of the BMS. These factors have been devided into local, systemic and psychological.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reports that the pain of BMS may be neuropathic in origin.

The complex and multifactorial etiology of BMS necessitates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the management of these

patients. Recently,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oral parafunctional habits could be related the pathogenesis of BMS,

and tried to control the symptom of BMS with various methods.

We reported the cases who had the symptom of burning mouth syndrome with removable anti-nociceptive appliance

in the lower dentition.

Key words: Burning Mouth Syndrome, Parafunctions, Removable Appli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