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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pretation of tooth wear -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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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 wear is a multifactorial condition, leading to the loss of dental hard tissues. While for many years, tooth wear was a condition
of little interest in daily clinical practice, nowadays this is changed. Tooth wear is becoming increasingly significant in maintaining
the long-term health of the dentition. This becomes especially important when the dentition is kept relatively intact in the
contemporary ageing population, and edentulism is decreasing. There is also evidence that the prevalence of tooth wear is growing.
It i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unidirectionality of tooth wear that it is frequently used as a means of individual age estimation.
Tooth wear was very serious in ancient populations up to the medieval period. Tooth wear is thus studied in a wide variety of are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mmarize and analyze the many issues surrounding tooth wear through recent studies in various
fields and to search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18;34(3):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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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석은 임상가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하다.3 엄밀히 말해서,
attrition은 치아 대 치아의 접촉으로 인한 기능과 이상 기

치아 마모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람이 살

능(이갈이 등)으로 인해 내적으로 기계적인 마모가 생기

아가면서 치아 조직의 많은 부분이 상실된다. 이것은 마

는 것을 말한다.3 Abrasion은 기능과 이상기능 외의 결과

모와 파절에 기인한다. 치아 마모는 상아질 과민증, 치수

로 외적으로 기계적인 마모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Ero-

침범, 비심미적 외관 그리고 치아 경조직 상실 등으로 치

sion은 우식과 상관없는 내적 또는 외적 산으로 인해 화

1

아 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학적으로 치아가 마모되는 것을 말한다.4,5 개개의 마모

치아 마모는 치과 영역에서 가장 모호하게 쓰이는 용

기전은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과 같이 관계

어 중 하나이다.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

하여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저작 행위에서는 대합

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치아 마

되는 치아로 인해 attrition이 발생한다. 또한 그 사이를

모라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치아의 경조직이 상실

매개하는 음식물로 인한 abrasion이 일어나고 그 음식에

되는 현상은 원인에 따라 erosion, abrasion, 그리고 at-

서 생기는 산에 의한 erosion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2

trition으로 나뉜다. 어떤 연구자는 치아 마모라는 말을

들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사용할 때 erosion 보다 abrasion 이나 attrition을 더 염

erosion의 역할이 전통적으로는 많이 조명되지 않았지만

두에 두기도 한다. 치아 마모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됨에

최근 다원성의 치아 마모 과정에서 erosion이 차지하는

도 불구하고 치아 마모의 종류에 대한 임상적 형태와 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치아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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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 세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치아마모의 빈도와 그에 관련된 요소

본 논문에서는 치아 마모를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큰 개념으로 보고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치아 마
모가 의미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치아 마모의 빈도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가에 따라
연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방법으로 파악한
다. Hugoson 등13에 따르면 치아 마모의 빈도는 20세 때
는 13.6%였지만 50세에서는 24.1%로 증가한다고 하였

문헌고찰

다. Spijker 등14에 의하면 심한 치아 마모를 보이는 성인
의 빈도는 20세 때는 3%이고 70세에는 17%까지 상승

치아 마모는 증가하고 있는가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마모가 증가
오랫동안 임상가들은 치아 마모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2014년

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생기고 있다. 치아

7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치아 마모의 빈

마모는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관점에서

도는 35-49세 구간에서 67.5%였고 50세 이상에서 100%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 노인 인구에서

로 보고하였다15. 같은 연구에서 치아 마모와의 관련 요

과거보다 더 오랜 기간 치아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를 분석한 결과, 산성 식음료의 소비가 높은 것, 사회-

치아 마모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 그리고 한 쪽으로 저작하는 것이

치아 마모의 중요성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빈도이
다. 다소의 논쟁이 있지만 치아 마모의 빈도가 이전보다
7

치아 마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마모는 이갈이(bruxism)와 연관하여 설명하기도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원래, 치아 마

한다. 문헌들은 이갈이의 빈도를 성인에서는 8 - 31.4%

모는 과거의 인류보다 현대인에게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

그리고 어린이에서는 3.5 - 40.6%로 넓게 보고하였다.16,17

로 밝혀졌다. Davies와 Pedersen8은 도시화된 에스키모

253명의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ares 등18의 연구

인들과 달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에스키모 인

에 의하면 31.6%가 이갈이가 있고 5.3%의 치아에서 어

들의 영구치와 유치 모두에서 매우 높은 치아 마모를 보

느 정도의 면마모(facet wear)를 보였다. 스트레스가 있

였다고 하였다. 또한, 북미 원주민과 그리스 산악족 같이

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10 배 더 높게 이갈

고립되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는 집단에서 매우 광범위

이가 있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를 많

9,10

한 치아 마모가 보고되었다.

이 받는 사람일수록 이갈이가 더 많이 나타났고 결과적

극도로 도시화된 현대 인류에서 치아 마모는 계속 감

으로 치아 마모가 더 많이 나타났다.

소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치

이와 관련하여 치아 마모가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이

아 마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높다고 말하는 연구들이 있다. Brignardello19은 심한 치

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1998년과 2009년 치아 마모를

아 마모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서적 불안정을 느끼는

조사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치부 치아 마모의

경우가 많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더 높았다고 하

빈도가 1998년 66%에서 2009년 77%로 증가하였다. 또

였다. 그들은 정신적인 측면과 치아 마모 사이에 유의미

한 심각한 마모의 빈도는 감소하였지만 젊은 사람들(16

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치아 마모를 정신

11

- 34세)에서 중등도의 마모가 증가하고 있었다. 2013년

적인 상태와 장애를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들

Wetselaar는 네덜란드에서 치아 마모의 빈도를 조사여

도 있었다.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13057명을 대

이 것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던 2007년 자료와 비교

상으로 한 횡단면 연구에서 불안, 스트레스, 흡연, 그리

하였다. 그는 6년 사이에 치아 마모가 유의미하게 증가하

고 과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의 8.2%는 적어

12

였다고 분석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감소하던 치아 마모

도 1주일에 한번 정도의 이갈이 습관이 있었다.20 30 - 55

가 최근 들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치아

세 사이의 1784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갈

마모를 더 잘 살펴볼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와 스트레스 경험을 설문으로 조사하였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21 상급자나 동료에게서 생
기는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이갈이와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26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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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타났다.22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면 치아 마모가 정

에 따라 달라진다. 아마존의 고립된 원주민 집단에서의

서적 안정감, 스트레스, 우울증 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

치아마모를 평가하여 아마존의 하류의 도시지역 인구들

다고 할 수 있다.

과 비교를 한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지역의 원주민 집단

치아 마모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 Al23

에서는 70 - 86%의 경우 치아 마모로 인한 연령 추정이

Omiri 등 은 마모도 높은 사람들 집단과 같은 수의 대조

정확도를 보였지만 도시지역의 집단에서는 그 정확도가

군 집단을 조사하였다. 남녀 모두 마모도가 높은 군에서

12%에 불과하였다. 치아 마모는 도시화된 인구의 연령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을 추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26

마모도가 높은 군에서 약 36%는 자신의 치아에 만족하

Kim 등27은 2000년 한국인의 자료를 토대로 연령 감정

지 못하였고 이는 정상군의 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

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13세에서 79세까지의 현대

다. 치아 마모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한국인 중 부정교합이 없고 해당 부위 수술을 받지 않았

비해 다른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

고 보철치료를 받지 않은 383명의 샘플을 이용하여 만들

었다. 또한 치아 마모도가 높으면 외모, 통증, 구강 건강,

어졌다. 그 이후 Yun 등28은 2007년 이 방법을 수정하였

저작과 전반적인 치열에서 높은 수준의 불만족도를 보였

다. 이 방법들은 같은 연구자들에 의한 정확도 연구에서

다. 둘 사이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까지는

분석 대상의 60%가 5년 내로 감정되었고 대상이 45세 기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아 마모와 삶의 만족도에 어떤 관

준으로 구분이 된다면 그 정확성은 80%를 넘는다고 하

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였다.29 이 정도의 정확성은 그 유래를 찾지 못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이 방법이 안정적으로 같은 정확도를

연령감정에서 치아 마모의 의미

보이는 지는 아직 다른 선진국에서 증명되지 못하였다.
이런 연령 감정법의 가장 큰 한계점은 추정되는 연령의

치아 마모에 대한 양과 속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정확한 연령이 필요한 조사에서

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악 중절치는 11세에 최대의 길이

이 부분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5세

로 70세에 이르면 길이가 1.01 mm 정도 감소하였다. 유

전 후로 추정 연령의 범위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좀

사하게 하악 중절치는 70세에 이르면 11세에 비해 1.46

더 높은 정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mm 정도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10년간 상악 중절치

있다. 윤 등의 방법을 현대의 미국인들에게 적용하여 연

길이는 0.17 mm 마모되고 하악 중절치의 길이는 0.25

령 측정한 연구에서 치아 마모로 추정된 연령이 실제 연

24

mm 감소하였다. 치아의 가장 바깥면을 형성하는 법랑

령의 상하 10년 안에 드는 정확도가 39%에 불과한 것으

질은 한번 변화가 상기면 다시 리모델링 될 수 없기 때문

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세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

에 이런 점을 이용하여 연령을 감정하려는 시도들은 오

석한 결과 정확도가 60%로 증가하였다.30
Al-Dlaigan 등30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14세 아이들

래 전부터 있었다.
성인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 치아를 사용하는 연령

중에서 사회경제적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의 아이

감정법은 1950년 구스타프슨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들은 높은 배경의 아이들보다 더 높은 erosion을 보인다

1971년 존슨은 구스타프슨의 방법을 개선하였고 이 방

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4세 어린이의 경우 높

25

법은 그 이후로 법의학자들에게 널리 쓰이게 되었다. 치

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아이들에게서 erosion이 더 많이

아 마모를 이용한 연령 감정법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

일어났다.31 저자들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탄산음료 소

파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조사에서

비와 식생활, 구강 위생 그리고 위식도 역류 반사에 영향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현대화

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

되고 도시화되면서 치아 마모로 연령을 올바르게 감정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아 마모도로 연령을 측정하는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대의 부드러운 음식들은 예전만큼 치아를 마모 시키

요약하지만 치아 마모를 이용한 연령 감정법이 정확하지

지 못한다. 이 때문에 치아 마모로 연령감정을 하는 것은

못하고 그 추정 나이 범위도 너무 넓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적어도 현대 서구인들에게는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성인 유골의 연령 감정

또한 치아 마모의 정도는 그가 속한 사회 전반적인 문화

은 고고학이나 법의학에서 오래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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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캐너를 이용하여 현미경적 분석을 하게 된다.

고고학에서 치아 마모의 의미

마모의 방향은 아직 많이 연구되지는 않았다. Bra치아가 고고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bant36에 의하면 중세시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치

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치아는 사후 손상의

아 마모 방향은 나선형이다. 그는 이런 마모 방향은 ‘잘

과정에서 매우 저항적이어서 사체의 보관 상태에 관계없

갈리지 않는 거친 음식을 느리게 저작하는’ 결과라고 하

이 매우 긴 시간 동안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둘

였다. 유럽의 빌라누 지방의 중세시대 유골에서 가장 많

째로 과거에는 수복이나 수술과 같은 치과 치료가 없었

이 발견되는 방향은 남자에서는 사선 방향이었고 여자에

고 치아 우식이 고대에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원래적

서는 수평 방향이었다.37

인 형태로 연구할 수 있다.32 치의학과 달리 고고학에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에

erosion이나 attrition보다는 치아 마모(wear)라는 말을

서 치아 마모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 사

전통적으로 선호하였다. 이들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여러

이의 크로아티아 인구 집단에서 Slaus 등38은 남성이 여성

정보들이 필요하고 임상 검사, 진단 기구 사용, 환자와의

보다 교합면 마모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이탈

대화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고고학적으로

리아의 청동기 시대의 유골 연구에 따르면 역시 남성이

이런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단위 용어 보다는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마모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런 성

더 넓은 개념의 치아 마모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하지만

별의 차이는 고기 소비량과 관련이 있다. 주로 고기를 먹

중세의 유골에서는 교합면이 움푹 파여지는 형태의 교합

으면서 잔뼈를 씹게 되는데 그러한 외상에 노출되는 것

면 마모가 많이 발견되는 대신 현대인에게 흔한 치경부

이 높은 치아 마모도와 연관된다.39

abrasion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세부적 차이는 분명히 존
재한다.33

Anderson40은 1965년 최초로 치아 마모와 식생활의 상
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는 농경사회 이전

고고학에서 치아 마모를 말할 때 식물석(phytolith)은

의 멕시코 원주민에 대해 조사하여 농경 사회 집단에서

치아 마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식물 재료, 식

는 나타나지 않는 분명한 치아 마모 양상을 발견하였다.

물석, 아주 작은 돌과 치아는 고고학에서 말하는 치아 마

그는 치아 마모와 마모 양상은 인구 집단의 기초생활과

모의 거의 모든 요소라 할 수 있다. 식물석은 법랑질을 없

식생활의 재구성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치

애기 보다는 소성 변형을 시킨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아 마모도는 여러 가지 변수에 좌우되는데 음식의 밀도

따르면 식물석은 실제로 법랑질에 충격을 준다고 한다.

와 질감,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 문화적 관습, 나이 또는

법랑질보다 연한 입자들은 소성 변형이 아니라 법랑질에

성별들이 바로 그 변수들이다. 예를 들어 에스키모 집단

34

조직 손상으로 미세한 고랑(groove)을 형성한다. 최근

의 유골 연구에 의하면 말린 생선을 먹는 것은 높은 치아

들어서 이와 관련한 작업이 보고되고 있지만 음식의 구

마모율과 관련되어 있다.41

성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마모율의 현저한 차이는 뚜렷
이 증명되지 않았다.

Molnar42는 농경 시대 집단보다 북미 원주민의 수렵-채
집 시대 집단에서 더 심한 마모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법랑질에 긁힘(scratch)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마모성

는 이것을 수렵-채집 인들의 음식이 훨씬 다양하였다는

식습관과 관련된 것이다. 긁힘은 입자가 법랑질 표면에

것과 식재료 가공법에 기인한다. 질기고 섬유질이 많은

닿고 저작되면서 나타난다. 소와(pit)가 생기는 것은 단

음식은 지속적이고 센 저작을 요구하는데 따라서 광범위

단한 음식(씨앗과 nut)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탈

한 측방 저작운동이 필요하고 이것은 비교적 편평한 교

리아의 청동기 시대의 유골을 분석한 연구에서 긴 긁힘이

합면을 만들게 된다. 정제된 음식은 저작을 많이 할 필요

주로 발견되고 소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

가 없고 결과적으로 경사가 심한 마모된 교합면을 만들

하였는데 그것은 마모성 음식이 저작과정에서 교합면 쪽

게 된다. Smith43는 수렵-채집 인들이 농경사회 사람들보

으로 압박하는 힘이 작용하기 보다는 교합면과 평행하

다 저작의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더 편평한

게 힘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이 시

구치부 교합면을 갖는다고 하였다. 중국 양샤오 지역의

기에는 주로 채소가 많은 식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

신석기 시대 유골 연구에 의하면 전치부와 구치부 사이에

35

였다. 이처럼 최근에는 단순한 마모의 양보다는 세세한

서 마모도의 차이가 많았다.44 이것은 수렵-채집 인들이

마모의 흔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해상도 높은

전치를 사용하여 음식을 끊어내고 딱딱한 과일을 벗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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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전치를 여타의 연장처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

밀가루 입자가 점점 더 작아지고 균질화 되는 것과 관련

을 의미한다.

이 있다. Kerr50는 영국 중세 인구의 심한 치아 마모의 주

Boldsen45이 북부 덴마크의 유골들을 대상으로 한 연

된 이유가 식량 산업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가금류(칠

구에 의하면 1300년 이후부터 치아 마모가 급격하게 증

면조, 거위, 그리고 비둘기) 고기는 식생활의 많은 부분을

가함이 관찰되었다. 1300년 전에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차지하였고 중세 영국인들은 골수를 음미하기 위해 작은

서서히 증가하여 많은 농촌 마을 사회가 형성되었고 13

뼈들은 으깨서 먹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이런 식습관이

세기말에 이르러 인구는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높은 치아 마모와 관련이 있다.

1320년대와 30년대에 대부분의 북부 유럽은 여러 해 동

중세시대에는 치아 마모가 기원 전 시대의 농부들과

안 연속적인 기근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14세기 중반에

비교하여 비슷하였지만 Kaifu 등51에 의하면 대구치의 마

흑사병으로 많은 인구가 사라졌다. 그는 14세기 전반부

모는 중세시대를 지나고 바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대구

의 북부 유럽의 생활여건 악화로 인해 이 시기의 유골에

치 마모의 감소는 조리기법의 발전과 식재료 가공의 변

서 치아 마모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화 특히 포크의 일반화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프랑스에

식습관과 식재료 가공법은 고고학적 인구 집단의 치아

서는 포크가 1574년 궁중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익힌 배

마모도와 그 양상을 논의할 때 주된 요인으로 언급된다.

를 먹을 때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17세기 초반에 들어서

식재료 가공법 특히 곡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 비로서 포크가 보편화 되었다. 이전의 농부들은 음식

맷돌의 사용은 어느 시대이든 보편적으로 있었지만 그

을 주로 손으로 먹었고 주로 앞니를 사용했으나 포크의

재료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중동의 북부에서

사용으로 음식을 구강의 뒤쪽으로 넣는 것을 가능하게

는 현무암을 대부분 사용하였지만 남부에서는 사암이나

되어 전치부의 마모가 감소하였다.47

석회암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후자는 더 마모성이 높은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치아를 이용한 고고학적 연구

암석으로 중동의 남부인들이 북부인들 보다 마모도가 더

들이 간간히 발표되고 있지만 그 양은 아직 미미한 수준

46

높은 것과 관련있다. 중동의 사막 인근 지역에서는 대구

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창녕 송현동의 고대 가야의

치의 마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데 이것은 사막에서 날

유적지에서 1500년 전의 사람 유골이 발견되었다. 이 유

라온 먼지가 공기중과 음식에 많았다는 것과 관련있다.

골의 연령 감정을 하기 위해 치아 마모도를 측정하여 현

중세는 음식이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대 한국인의 수치와 비교하였다.52 그 결과 추정된 나이

증폭되어 나타났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의사들이 권고사

는 타케이의 방법으로는 39.05 ± 5.00, 윤의 방법에 의하

항으로 농부들이 더 많은 채소와 빵을 먹을 필요가 있다

면 42.38 ± 4.97로 계산 되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방사

47

고 평가한 문서가 존재한다. 채소와 빵은 부자들이 주

선 촬영을 한 결과 불완전하게 형성된 하악 제3대구치가

로 먹는 고기보다 훨씬 거칠었다. 농부들이 먹는 음식의

발견되었다. 하악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의 형성 정도를

거친 정도는 맷돌에서 떨어져 나온 광물질과 식물석 또

이용한 측정법에 따르면 유골은 약 16.44 ± 1.27세 정도

는 질긴 식물들이 많은 음식들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유골의 주인은

결정된다. 불완전하게 세척된 줄기, 뿌리와 채소는 높은

10대 후반의 여성인 것으로 최종 판정되었다. 이 사례에

치아 마모와 관련되어 있다.

45,47

48

Aubry 등 은 남성 농부

의 치아가 수녀보다 더 마모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녀

서 보다시피 현대인과 고대인의 마모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들은 밀빵을 먹었는데 반해 농부들은 더 거친 보리빵을

2009년 경기도 고양에서 출토된 유골을 조사한 결과

먹었다는 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중세시대의 치아 마

유골은 조선 후기의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를 Moon은

모는 관련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프랑스의

50년대 한국 전쟁 시 집단 희생된 민간인 유골과 비교하

체빌리-라루 지역의 유골발굴조사에서 매우 마모된 치아

였다.53 그 결과 모든 치아에서 조선 후기 집단의 마모도

들은 단지 20%에 불과하였다. Hadjouis49는 이런 비교적

가 현대 집단보다 훨씬 높았다. 조선 후기의 식재료에서

양호한 구강 환경은 유제품과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

채소류(34.3%)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과 양호한 맷돌 상태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으로 잡곡류(22.5%)와 육류(10.8%)였다.54 채소와 같이

중세시대 이후부터 사회적 범주와 지리학적 특성에 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특히 치아의 마모를 심하게 하

라 치아 마모는 전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람들의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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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현대인은 기저골이 더 작고 치아가 더 크기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치아 마모의 의미를 다양하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엿다. 하지만 치아 마모

해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너무 특정한

가 감소하면서 제3대구치의 매복이 증가하였다고 주장

집단들에 대해서 병렬식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커

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보고되었다.62,63

다란 흐름으로 정리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

치아 과밀과 제3대구치의 매복의 빈도 또는 결손의 빈

다. 또한 아직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마모가 이

도가 높아지는 것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이

루어지는 근본적인 발단에 대한 연구가 결여된 상태이

있을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하

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아 마모가 생기는 지에 대한 것

지만 다른 이들은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는 공간의 부족

이 밝혀지면 그 해석의 여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은 교합력이 줄어들면서 악궁의 기저골이 작아졌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마모가 없어서 커진 치아가 큰 영
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다.47

부정교합에서 치아 마모의 의미

Begg의 주장대로 현대 성인의 Scissor occlusion과 in교합면과 인접면에서 치아 마모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51

terlocking 교두 관계는 청소년기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

여러 포유류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중세

고 이것은 원래의 우리 몸의 디자인을 고려할 때 예상치

시대의 하악골을 관찰하면 치아 과밀(crowding)의 빈도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모성 교합’은 과

가 매우 낮다. 제3대구치는 대부분 존재하였고 치아-턱

거의 심한 마모 환경에서 타협하며 생겨난 결과물로 보

47

55

의 부조화는 드물었다. Begg 는 마모된 치열궁에서는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천 년간 치아 마모의 급격한

치아의 과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많은 부정교합

감소로 원래의 치열의 디자인과 현재 환경 사이의 불일치

이 치아 마모가 충분히 심하지 않아서 나타난다고 하였

가 생겨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아 마모의 감소 효과는

다. 그는 ‘교모성 교합’을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기능적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치아 마모의 감

으로 올바른 교합’이라고 주장했고 “교과서적인 교모가

소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열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최

없는 일반 교합”을 틀린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는 마모

근 들어 심하게 배열이 잘못된 치열이 증가하는 것은 다

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 ‘교모성 교합’의 발달하지 못한

른 요소들, 즉 저작 습관의 변화와 턱뼈의 발달이 충분치

것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 치아 문제가 증가하는 주된 원

않은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51

인이라고 하였다.

현대에 와서 부정교합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부정할

광범위한 인접면 마모와 치열궁 길이의 감소는 화석과

수 없는 현실로 보인다. Lindsten 등64은 60년대생 어린

현재의 유인원에게서 관찰된다.56 하지만 인접면의 빈 공

이와 비교하였을 때 80년대생 어린이들에게서 부정교합

간은 관찰되지는 않다. 이런 점은 근심이동(mesial drift)

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Marinelli 등65은 이탈리아

의 증거로 여겨진다. 전치가 마모되면서 설측으로 기우는

의 50년대 생 혼합 치열기 어린이의 자료를 90년대생 어

과정은 전방 치열궁의 빈 공간을 닫는 역할을 한다. 현대

린이의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90년대생 어린이들이 훨씬

인의 구치부 치아의 근심이동은 종적 cephalometric 연

높은 유구치 마모도를 보였고 부정교합도 높게 나타났

51

구에서 관찰된다. 근심이동의 구동력은 논란거리이지

다고 하였다.

만 인접치와 연결된 transeptal fiber 체계의 견인이 이런

알레르기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호흡이 증가된 것도

과정의 중요 역할을 한다는 상당한 실험적 증거가 존재

부정교합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50년대 아이들

57

한다.

에서 구호흡의 비율은 3% 였지만 90년대 아이들에게서

그러나, Begg의 주장은 여러 연구자들에게 반박되었

는 21%로 높게 나타났다.65 또한, 1530명의 미국인을 대

다. 그들은 환경요소의 변화(모유수유의 감소, 저작 기능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치부 개방교합을 가진 어린

의 약화, 구호흡의 증가)가 상악골의 발달을 막는다고 하

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 보다 마모 정도가 낮았다.66 이

였다.58,59 Rando 등60은 중세 유골에서 두개골과 하악골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전반적으로 현대의 것보다 크고 치열궁도 더 넓다고
하였다. 영양상태가 나아졌고 신생아 시기 환경의 개선
으로 현대 치아의 치관은 중세 시대의 것보다 더 크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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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치아 마모는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급격히 감소
하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
다. 이는 현대의 스트레스 높은 도시적 환경과 관련이 있

4.
5.

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더 많은 연구들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치아 마모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다
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치아

6.

마모를 이용해서 연령감정을 하는 것은 아직 많은 논란
거리이다. 고고학적으로 많은 치아 마모 연구가 이루어
져 왔지만 다분히 지엽적인 연구에 한정되어서 전체적인

7.

맥락을 도출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
다.

8.

많은 연구들에서 치아 마모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 해석의 폭이 아직은 좁은 상태이다. 근본적으
로 치아 마모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된다면 치아 마
모의 의미를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고고학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적으로도 활용할

9.
10.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아 마모의 변화와 현대인에게서
의 부정교합의 증가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에도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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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마모의 해석-논문 고찰
황수정1, 서민석2*
1

건양대학교 치위생과

2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치아 마모로 인해 치아 경조직은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과정이다. 오랜 시간 동안 치아 마모
는 일상적인 임상 영역에서는 별다른 과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최근 들어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
이 계속 늘어가면서 치아의 중요도가 더 증가하기도 하였고 구강 위생이 보편화되고 치과 치료가 발전하면서 치아가 더
욱 오랜 동안 구강 내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치아 마모는 자
연적으로 한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개인의 연령 감정을 하는데 자주 이용되었다. 당연하게도 치아 마
모를 이용한 연령감정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그 정확성도 의심받고 있다. 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 치아
마모는 아주 심하게 있어왔다. 그래서 치아 마모는 매우 많은 지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이런 개개의 연구들
이 통합적인 의미 도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토대로 통합적인 치아 마모의 이해를 위
한 세부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8;34(3):137-46)
주요어: 교모; 연령 감정; 치아 마모; 치아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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