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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plint 를 장착한 피검자를 stepping test와 gait test

선한 경우(S) 자연치의 교합접촉이 있는 경우보다 알파파

를 시행 한 바, CR(중심위) splint를 장착한 경우 즉, 교합

의 감소량이 적어지고, 베타파의 증가량이 줄었으며 빠른

이 잘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신체 균형이 잘 잡힌다는 결

알파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그림 6). 여기서 베타파는 활

과를 얻었다. stepping test는 반경 0.5, 1mm 두개의 동

동파라고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로 발생한다. 알파

심원을 그려놓고 제자리 걸음(100보)을 시키고 나서 제자

파는 정상 성인의 각성, 안정상태에서 잘 보여지며, 특히

리에 있느냐 혹은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측정하는 것인데,

빠른 알파파 (fast alpha)는 신체는 긴장이 풀려 잇으면

CR splint 장착한 경우에서 습관적 접촉위나 교합불균형

서도 의식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즉, 주의 집중 정

splint를 장착한 경우보다 회전각이 유의성 있게 작게 나

도의 지표가 된다.

타났다(그림 4). 즉 제자리에서 덜 벗어났다는 것을 나타낸
다. gait test는 눈을 감고 6m의 거리를 걸어 갈 때, 얼마

Figure 2. Artificial skull model and mouthguard

나 중심선에서 이동했는지를 전진 시와 후진 시 각각 측
정하는 방법이며, CR splint 장착의 경우가 이동거리가
유의성 있게 적게 나타났다. 기준선에 근접한 것이 균형
감각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실험이다.
Foot scan을 이용한 교합균형이 신체 중심의 동요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실험에서도 교합이 좋은 교합안정
장치를 착용한 경우 에 좌우측 발바닥의 접촉압력이 균형
있게 나타났다.(그림 5)이상으로 볼 때 하악의 교합을 안정
시키는 것은 신체균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
Figure 6. Change of electroencephalogram ( α & fast α ) ; R: Rest, 안
정위, 교합이 되지 않는 편안한 상태, B : Bite, 의식하지 않는 가볍게 감
합한 상태, S : Splint, Stabilization splint를 장착한 상태에서 의식하지
않게 가볍게 감합한 상태

단된다.

Figure 3. Distortion of the mandible compared with without and with
a mouthguard

IV 요약
2. 경기력 향상효과
(effect on performance enhancement)

마우스가드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악구강계의 외상
을 방지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가 경기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스포츠 치의학의 또 다른

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

분야는 하악의 위치변화와 같은 악안면 영역의 변화가 전

량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치아에 잘 적합되는 맞춤

신의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자세

형 라미네이트 마우스가드는 boil & bite 형태와 비교 시
상악에 장착해서 외상방지 효과가 우수하며, 이를 위해 충

균형과 근력에 관한 연구들이다. 악안면 근육들과 전신 간
에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하악의 부적절한 관계
를 수정함으로써 적합한 생리적 상태가 얻어질 수 있는데,

Figure 4. Rotational angle of different occlusal positions by stepping
test

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 규격으로 정확하게 적합되어
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장치를 MORA(mandibular orthopedic

충격 완충 효과에 관한 많은 근거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repositioning splint)라고 명명하였다. MORA를 장착한

가드 장착 유무 혹은 이 악물기 여부가 머리에 가는 충격

사람을 대상으로 Fukuda-Unterberger stepping test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얻기에는 아직 연

를 시행한 결과 MORA가 균형감각을 유의성 있게 향상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우스가드는 자세를 조

시켰으며, MORA 장착 후에 사지근의 근력 증가가 나타

절하고 이악물기 시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났다.

수 있다.

2-1. 근력 향상
운동선수들에게 마우스가드 또는 교합안정장치를 장착
시켰을 때, 근력과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고, 골프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경우 클럽
스윙 시 드라이버 비거리와 공의 초속도가 증가되거나 그
성적의 일관성이 향상되었다. (표 1)

Figure 5. Body balance measurement (COP) by foot scan

2-3. 집중력 향상
건강한 1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합접촉이 없는 안

Clenching했을 때, 근육의 근력이 증가하는데, 2mm,

정위 상태(R)와 가벼운 교합접촉이 있는 경우(B), 그

3mm, 3.5mm 두께의 splint중에서 특히 3mm 두께의 경우

리고 stabilizing splint의 장착으로 교합접촉의 양상을

에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교합이 잘맞는 마우스가드가 경

개선한 경우(S)에 있어서 디지털 뇌파측정기를 이용하

기력 향상을 증가시켜준다는 증거는 비교적 충분하다.

여 전운동영역, 체성감각 영역 중 치아와 구강부의 감각
을 담당하는 부위, 그리고 일차운동영역 중 사지의 운동

2-1. 신체 균형감각 향상

을 담당하는 부위에 전극을 장착하여 뇌파를 측정 분석

교합평형이 신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
기 위해서 CR splint를 장착한 피검자와 부정교합 상태

한 결과,
Stabilization splint를 장착하여 교합접촉의 양상을 개

Table 1 . Mean values of club head speed(CHS), initial ball speed(IBS), driving distance(DD) and accuracy of putting(AP)
at bilateral molar contact
No splint

Stabilization splint

Mouthguard

M

SD

M

SD

p-value

M

SD

p-value

CHS(mph)

109.49

13.82

111.54

10.30

.035 *

111.77

12.20

.026 *

IBS(mph)

126.26

13.83

126.29

13.34

.942

126.67

13.78

.421

DD(yard)

189.43

24.75

191.81

22.23

.029 *

191.83

21.79

.022 *

AP(cm)

26.02

21.74

26.03

21.97

.997

26.61

21.86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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