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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스포츠치의학회 지·상·강·좌
❶ 맞춤형 마우스가드(Custom Mouthguard)-권긍록 교수

❷ 치과의사 맞춤형 마우스가드 제작-노관태 교수

❸ 마우스가드와 스포츠치의학의
발전과 미래-류재준 교수

❹ 운동선수에 대한 처방시
치과의사의 주의사항-이수영 원장

맞춤형 마우스가드(Custom Mouthguard)
“외상 방지는 물론 경기력 향상까지 가능하다”

I 서론

Ethylene Vinyl Acetate-copolymer(EVA)계열로 탄
성을 가지는 재료이다.

수직고경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사지근육의 근력변화를
연구한 결과 수직고경이 2mm ~ 3.5mm증가되었을 때 평

경제적 발전과 함께 생활이 풍요해지면서 비만 등에 의
한 성인병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여가 시간

일련의 연구에서 중심위나 교두감합위로부터 시작하여

3. 마우스가드의 형태

의 증가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마우스가드는 순면이 2-3mm, 교합면은 3mm, 구개면은

이에 힘입어 스포츠는 취미 활동으로서뿐만 아니라 건강

2mm의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구개면은 장치의 유지를

한 삶의 질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 장년, 노년, 남녀 모두

부여해주는 부위로 가능하다면 얇은 것이 착용감에 도움이

균근력이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마우스가드
제작 시 두께는 3mm내외가 추천된다.

III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기능과 역할

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포츠 종목의 다양화와 과

된다. (그림 1) 교합면은 보통 3mm 정도의 두께에서 기능, 착

격화 그리고 스포츠 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용감 등이 우수했으며, 순측은 외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

있다. 이에 비례하여 악안면영역의 스포츠 외상 또한 증가

는 부위이므로 종목별로 다양한 두께를 권장하고 운동에 방

최근 국내에서도 스포츠 치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인 손상은

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VA(ethylene vinyl acetate)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

스포츠의 참여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장애와

샘플 두께가 4mm 정도는 되어야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 중 한 분야는 스포츠 외상의 예방에 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는 논문을 근거로 하면 장치의 두께가 4mm정도 되어야

한 것으로 접촉성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악안면, 두경부

하지만 착용감을 고려해서 두께를 가감해야 한다.

영역의 외상에 대한 마우스가드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

이러한 스포츠외상은 특히 전문운동선수인 경우에 경

1. 완충 효과 (effect in reducing impact force)

기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운동을 포기

다. 미식 축구단 선수들에게 마우스가드를 장착시킨 후

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Cephalometric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 하

함에 있어서 스포츠외상의 예방은 개개인의 건강뿐 아니

악 과두, 경추를 비롯한 해부학적 구조들이 재위치 됨을

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확인하고 두경부 손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

악안면영역의 외상을 방지하는 장치로 안면 보호대

에도 마우스가드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두경부 영역

(face protector), 코 보호대( nose protector), 구강보

의 외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은 많

호 장치( mouthguard)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발표된 바 있으며 권투를 비롯하여 일부 접촉성 스포
츠 활동 시 마우스가드의 장착이 의무화되기도 하였다. 마

II 맞춤형 마우스가드

우스가드의 역할은 정적, 동적 하중이 부하되는 스포츠 활
동 시 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역학적 안정상태

1. 맞춤형 마우스가드(Custom Mouthguard) 란?

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교합상태의 동적인 힘은 물론 외
력이 가해졌을 때의 동적인 힘이 치아나 악골로 전달될

마우스가드는 대체적으로 상악골에 장착해서 치아와
악골, 주변 연조직을 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다. 마

Figure 1. 교합접촉점에 따른 마우스가드 분류( F~I)

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스

때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다.
강철구로 pendulum에서 치아절편에 충격을 가한 실

우스가드는 치아와 얼굴부위 손상을 방지하는 명백한 역

4. 마우스가드의 교합

험에서 마우스가드 장착 시 8~30% 응력 감소를 보여주었

포츠를 할 때는 꼭 이 장치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600여

치과영역에서 안정적인 교합접촉을 이루는 것은 구강

으며, 사체에 impact-deliver를 이용하여 하악 턱끝 부

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결과에 의

기능과 저작효율에 있어서 중요하며 과두와 근신경계의

위에 하방으로부터 충격을 가했을 때 마우스가드 장착

하면 마우스가드에 대한 인식도는 36~60% 정도였으며 접

안정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여부에 따른 골의 응력분포 및 변화량을 측정했는데, 치

촉성 스포츠(contact sports) 선수들이 비접촉성 스포츠

교합접촉은 근신경계의 조화를 깨뜨리며 악관절의 문제

조골 및 하악골의 과두 부분과 하악각에 발생하는 응력

(non-contact sports)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

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 변위량이 마우스가드를 장착했을 때 상당히 감소됨을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 손상 경험이 있는

교합기능과 신체운동기능, 특히 근력과의 관련성에 대

알 수 있었다. 충격 물체에 따른 마우스가드의 충격 흡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

한 연구에서는 무치악 환자에서 의치 장착 시의 전신 반

능력을 알아보기위해 사체와 pendulum을 이용한 실험

다. 구강 손상 경험자가 사용했던 마우스가드는 65%가 기

응시간(동작 개시 시간, 근 수축 시간, 동작 완료 시간)을

결과 마우스가드를 장착한 피검자에서 응력이 작게 나

성품(boil & bite type: 뜨거운 물에 넣으면 재료가 말랑

계측한 결과, 동작 개시 시간의 단축, 근수축 시간 및 동

타났다.(그림 2, 3). 사체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마

말랑해져서 치아를 꽉 깨물면 치열이 인기되어 변형 가능

작 완료시간의 연장이 나타나 교합지지의 유무가 민첩성

우스가드가 치아와 치조골 뿐만 아니라 턱관절의 공간을

함)이었고 맞춤형은 불과 1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

측면에서 신체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증가시켜 두개골로 전달되는 응력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

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마우스가드가 치아와 얼굴주변

다. 마우스가드 장착 시 교합설정은 매우 중요한데, 3차

로 나타났다.

조직을 외상으로 부터 보호해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

원 유한요소분석 결과 에 의하면, 상악에 장착한 마우스가

Clenching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치아를 꽉 깨물

다. 외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모든 스포츠들,

드에서 전후방 모든 치아가 접촉한 경우에 상악골이나 관

었을 때 근력이 더 증가되었다. 럭비 선수의 공격 및 수

예를 들어 럭비, 킥복싱, 태권도, 막대기와 볼을 이용한 각

절, 두경부로 전달되는 응력분산이 가장 좋게 나났다. 즉,

비 운동 시 머리 충격가속도가 마우스가드를 장착한 상

종 운동에 마우스가드의 착용이 추천된다.

전후 좌우측의 모든 치아가 안정된 접촉을 이루어진, 모

태에서 어금니를 꽉 물었을 때 더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

든 치아가 다 안정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한

고 있는 것으로 보아 clenching이 충격 완화를 증대 시

다.(그림 1)

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스가드가 head의 충격완

2. 마우스가드의 재료
교합치료나 악관절 치료에 사용되는 교합장치는 일반

교합 접촉점의 깊이는 운동의 종류나 선수의 포지션에

화 효과를 보고한 다양한 RCT 또는 cohort 연구가 있

적으로 탄성이 거의 없는 경질의 재료가 주로 이용되는

따라 달라야 한다. 말을 많이 해야하는 경우라면 얕게 만

지만 효과의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실

반면, 마우스가드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들 필요가 있다.

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