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 간 치아의 진단 치료 예방
(cracked tooth syndrome, 치아 균열)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송윤정 교수

‘최근 들어 음식 씹을 때 갑자기 깜짝 놀랄정도의 통증이 있어요. 항상 그런건 아니에요.’ ‘이가 시큰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요.’ ‘나는 식사할 때 마다 불편한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별 이상 없대
요.’ 이런 상황을 겪어 보셨나요? 치아는 우리 신체에서 단단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만 6 세부터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여 수 십 년 이상 쓰고 나면 이런 단단한 치아들도 피로도가 누적되어 금이 가기 시
작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도 이를 갈거나 꽉 깨무는 등의 악습관으로 인해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
습니다. 치아에 생긴 금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빠지면서 치아를 빼야 하
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치아 균열( 금, crack)이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치아의 치관 부분이 불완전하게 금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아의 균열은 교두 파
절부터 치관 파절, 수직 치근 파절까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치아 균열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나 진행되면서 찬 음식에 시리거나 씹을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느 특정한 부위를 씹을 때 찌릿한 깜짝 놀랄만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관에 생긴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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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아 균열 진단
임상적으로 초기에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진행됨에 따라 균열 부위가 착색되어 균열선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열이 파절로 진행되기까지 방사선 사진 상에서 관찰하기 어려우며, 초기
균열 발생시 환자의 증상이 뚜렷할 때도 있지만 모호할 때도 많아 더욱 진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여러 치과를 방문해도 명확한 원인과 문제 치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치아 균열 발생 원인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들이 있습니다.
평소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자주 먹을 때 , 외상(교통사고, 충격, 구타, 젓가락 물기), 커다란 수복물로
인해 잔존 치질이 부족할 때, 나쁜 습관(이 악물기, 편측 저작, 이갈이) , 저작근 및 교근의 발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치료 과정
균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접착(bonding), 밴드의 장착, 신경치료 및 크라운까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발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균열치아에 밴드를 장착한 모습

균열치아의 크라운 치료

6. 예방
치아 크랙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피하며 자신한테 평소 나쁜 습관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외 원인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체크 하고 자문을 받고 나쁜 습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가서 오신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 및 결과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를 좌절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발견 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 합니다.

진료 문의 :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 02-6747-6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