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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 지·상·강·좌
❶ 세계의 OMFT - Julie Zickefoose, Dr. Miho Imamura
❹ OMFT of tongue - Dr. 김수환

❷ OMFT의 필요성과 진단방법 - Dr. 김수환

❺ 2급 부정교합과 OMFT - Dr. 김수환

❻ 3급 부정교합과 OMFT - Dr. 김석곤

❸ OMFT 기구 및 근기능장치- Dr. 김석곤
❼ Habit & retention & OMFT - Dr. 김석곤

{ 세계의 OMFT }

세계의 OMFT- Julie Zickefoose, Dr. Miho Imamura
❶OMFT(Oral Myofunctional Therapy)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 Prof. 차봉근

1912 년 B. E. Lischer( D.D.S.)는 구호흡이 구조의

사와 미래의 구강 근기능 치료사에게 훈련 과정을 소개

변형을 일으킨다는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그는 근기능

했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언어 병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요법(Myofunctional therapy) 치료 분야의 용어를

Richard Barrett과 William E. Zickefoose를 훈련 시켰

만든 장본인이기도합니다.

고, 이들은 후에 임상(field)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1951년에 “The Etiology of the Perverted Swa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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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년대 초기의 연구자

Habit”, 1960년 “Malfunction of the Tongue. Part 1.

중 가장 많은 저술활동을 한

The Abnormal Swallowing Habit: Its Cause, Effects,

사람은 아마도 Alfred Paul

and Results in Relation to Orthodontic Treatment

Rogers(D.D.S.)였을 것입니

and Speech Therapy”을 American Journal of

다. 그는 구조에 대한 기능의

Orthodontics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에서는 근기

영향을 연구했고 구강안면 근

능 요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지금은

육을 “살아있는 치열 교정 장

1957년 언어 병리학자인

고인이 되셨지만 IAOM (International Association

치”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기

Richard Barrett는 Straub

of Orofacial Myology)의 초대회장이신 Zickefoose

능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 안

박사와 함께 연구했습니다.
alfred paul rogers

선생님과 함께 세계적으로 근기능 요법을 전파해 온

면근육의 훈련을 통한 근육 움

Mrs. Zickefoose와 일본에서 교정의사로서 근기능 요

직임의 수정을 제안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Dr. Straub가 그에게 새
로운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법에 대해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Dr. Miho의 글을

Dr. Rogers는1918 년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음 생

싣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근기능 요법이 어떻

Orthodontics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나는 여

성이 아니라 근기능이라는 측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얼굴의 근육 조직이 일단 나

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

것입니다.

쁜 습관이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양상으

다. Mr. Barrett 은 “한동안

한국에서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근기능 요법의 필요성

로 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

내 노력은 시행 착오 그 자체

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정보가 없

태의 훈련이 분명히 필수적이며, 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

였고 나는 모든 제안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고 안면 근육 조직의 명확한 형태를 공식화하고 훈련하기

나는 치과학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고, 책을 빌려보

토론을 하는 것은 한국의 근기능 요법 발전을 위해 우리

시작했습니다. 나는 곧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 질문을 하고 또한 개원치과 의사의 어깨너머로 관찰

들에게 남겨진 숙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서는 근육군의 조절에 대해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도 하였습니다. 치료법이 성공함에 따라 나의 선교사적 열

연구가 한국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적절한 근육 조절을 얻기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정신조절

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 치료사가 저의

기대해봅니다.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얻으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려면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가 그 일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1958-59 년에 Mr. Barrett은 소그룹으로 워크샵을 시작했

미래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

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치료를 하게되었고 수백 명의

합니다.” Dr. Rogers는 일부 부정교합환자의 경우 단지

임상가를 훈련 시켰습니다. 후에 그는 I.A.O.M.의 리더 중

근기능요법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유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❷미국의 구강근기능요법의 역사(HISTORY OF OMFT
IN AMERICA)

Richard barrett

지 장치가 불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958년과 1959년에 언

1800 년대 후반에 이르러 구

1937 년에, Dr. Blaine과 Dr. Frank Truesdell은 치아

어병리학자인 William E.

강 형태, 기능 및 구강안면 근

부정 교합은 주로 삼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으로부터

Zickefoose는 Straub, Mr.

기능 장애가 치과 분야에 알려

발생한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가 알

Barrett과 함께 연구했습니

지고 논의되었습니다. 100 년

고 있는 혀 내밀기 연하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다. 그는 Straub 박사와 함

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분야에

그들은 혀 내밀기 습관을 가진 환자가 구강전정 또는 구

께 코스를 열었으며 근기능

많은 공헌자들이 있었으며 이

강저로부터 타액을 모으기 위해 혀를 사용하는데, 연하를

요법에 열정을 쏟게 되었습

노력의 선두 주자로서 기록된

위한 흡입을 위해 구강안면근육을 과도하게 수축시키고,

니다. 그는 곧 자신의 클리닉

뛰어난 사람들이있습니다.

연하 시 치아들을 이개 시킨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을 근기능요법 치료법만으

1800 년대 후반,

현대 치아

edward angle

로 운영하고 저술활동과 코

William E. Zickefoose

1940 년대 Gwynne-Evans, Rix, Ballard는 교합에 영

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교정치료의 아버지로 알려진 Edward Angle은 얼굴 대

향을 미치는 구강안면 근육 기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다른 임상가들과 대화하며

칭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정 교합을 정의하

Gwynne-Evans는 비정상적인 연하 패턴을 교정할 것을

아이디어와 기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

는 데 병인 학적 요인으로 안면 근육과 입으로 인한 호흡

제안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고 마음이 맞는 전문가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기를 원했

의 영향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Dr. Angle은 1907 년

습니다. 1972 년 I.A.O.M.(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locclusion of the Teeth (Ed. 7)”에서 “우리는 흔한

Dr. Walter Straub는 근대식 근기능요법 치료의 아버

Orofacial Myology)의 전신인 American Association

입술과 혀의 나쁜 습관들이 부정 교합을 유발하고 지속시

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 년대에는 비정상적 혀 내밀기

of Oral Myo Therapists가 설립되었으며, Mr.

키는 강력한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악습관들을

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구강안면근육의 기

Zickefoose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세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능장애를 가진 그의 교정 환자를 위해 일련의 수업을 포

계에서 강의를 하였고, 근기능 요법과 그 기술에 대한 코

한 성공적인 치료는 어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하는 근기능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치과 의

스와 인턴쉽을 제공했습니다. 근기능요법 치료는 기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