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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영역의 외상방지를 위한 마우스가드의 사용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1
, 원광치의학 연구소

2

심영주1․강진규1,2

오늘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반 대중에게서도 레져 및 스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구강악안면영역 외상의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구강보호장치 사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마우스가드이다. 마우스가드는 1)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변형시켜 치아의 손상

을 방지; 2) 입술, 혀, 치은 등 연조직의 열상을 예방; 3) 충격의 발생 시 반대측 치아가 접촉되는 것을 예방; 4) 하악골을

안정화시켜 하악각 또는 하악과두의 파절을 유발할만한 충격을 흡수시킴; 그리고 5) 목 또는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

듯 마우스가드가 구강악안면영역의 외상방지에 효과적이지만, 운동선수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레져나 스포츠 활동 시 나타날 수 있는 구강악안면 외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마우스가드의 종류, 재료, 제작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알아보고, 사용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마우스가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중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마우스가드, 구강보호장치, 구강악안면 외상

`1)구강악안면영역의 외상

오늘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건강문제

가 더욱 부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

나 일반 대중에게서도 레져 및 스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구강악안면영역의 외상의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1)
, 대

상자의 16.4%에서 구강악안면 외상을 경험하였고, 그

중 스포츠로 인한 외상 경험은 4.2%였으나,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
에서는 18.19%에서 구강악안

면 외상을 경험하였고, 그 중 스포츠로 인한 외상 경

험은 5.05%로 증가하였다. 소아에 있어서의 놀이와

관련된 외상은 이미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

며 최근 스포츠 활동들이 다양해지면서 연령과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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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구강악안면영역의 외

상을 예방하기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3)

스웨덴에서는 외상으로 치과를 찾는 환자의 5%는

구강악안면영역의 외상이라고 한다.
4)

소아의 경우 치

아 외상의 10-39%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5-7)
8-11세에 호발하며

8)
이 시기에는 치아의 치근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미성숙 치근을 가

진 경우의 치료 시에는 치료시간이 길어지고, 내원횟

수가 많아져 환자의 일생동안 지속되게 된다.
9)

또한 운동을 주 업무로 생활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 럭비나 American football과 같은 접촉성 스포

츠 선수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경우 한 시즌당

외상을 당할 확률이 10%이며, 한 선수에게 있어서는

50%나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0,11) 박 등은 한국체육

대학 학생들의 52%가 운동 중 구강악안면 부위의 외

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12)

이러한 스포츠 활동

으로 구강 내외의 연조직 손상, 치아의 파절, 탈구 및

악골 골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의 충격

에 의한 외상 뿐 아니라, 운동 시에 발생하는 반복되

는 이악물기에 의해, 턱관절 통증, 저작근 장애는 물

론이거니와, 외부 충격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심영주․강진규

252

하고 스포츠를 장기간 행하는 선수 중에는 치아교모,

치조골 흡수, 치아의 상실, 교합붕괴 등의 장애가 발

견되는 경우도 있다.13,14) 실제 백 등은 522명의 체육

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수단

의 경우 비선수단에 비해 악무는 습관이 자주 있다는

응답이 84.1%이며 턱관절 통증은 67%로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
15)

구강보호장치의 필요성

이와 같이 레져나 스포츠 활동 시 구강악안면 외상

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보호장치의 착용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구강보호장치는 직접적인 외력

으로부터 치아 및 치아주위조직을 보호하고, 하악에

가해진 충격으로부터 상하악 치아와 수복물을 보호

하며, 악관절을 보호하고, 과도한 이악물기 습관으로

부터 치아와 치주조직을 보호하며, 외부로부터의 충

격을 완화하여 악골 골절과 뇌, 경부의 손상을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구강보호장치 중 가

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우스가드이다.
16-22)

이 등은 마우스가드 장착으로 이악물기 강도에 상

관없이 이악물기 시 치아에 발생하는 스트레인이

50-90%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치아의 뒤틀림도 감소

시킨다고 하였다.23)

노 등은 하악골 충격 시 안면 두개골의 응력분산양

상에 미치는 구강보호장치의 역할에 관한 유한요소

법적 연구에서 구강보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모델

에서는 치아에 응력이 집중되었지만, 구강보호장치를

장착한 모델에서는 발생하는 응력이 치아와 안면골

및 두개골로 넓게 분산된다고 하였다.24)

백 등은 마우스가드 비착용자가 구강악안면 외상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마우스가드 착용에 대한

규정이나 권고가 없을 경우 구강악안면 외상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15)

이러한 점을 미

루어 보았을 때 구강보호장치는 레져나 스포츠 활동

시 나타날 수 있는 구강악안면 외상 예방에 가장 효

과적임을 알 수 있다.

마우스가드의 기능과 역할

마우스가드는 구강악안면영역의 손상과 진탕의 유

병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되어 왔다. 미국 재료

시험협회에서는 마우스가드를 구강 내(혹은 구강 내

및 구강 외)에 위치시켜, 치아나 치주조직의 손상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성장치라고 정의했

다.
25)

마우스가드는 상악치열과 하악치열을 분리시키

고, 치아를 주위 구강연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마

우스가드의 보호기능은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마우스가드의 기하학적 형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마우스가드는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구강악안면

외상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여겨져 왔다. 첫 번째,

상악과 하악 치아를 분리시켜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

졌을 때 그 힘을 흡수하고 재분배하여 치아의 파절이

나 전위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외상성으로 인해

하악의 폐구 시 힘을 흡수 및 재분배하고 안정화시킴

으로 하악골의 파절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치아

를 구강연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서 충격을 흡수

하고 재분배하여 구강연조직의 열상이나 좌상의 가

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가드는

턱에 충격이 가해질 때 두개저를 통해 뇌에 전달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로 턱을 위치시

켜 뇌진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효과

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를 요약해보면 마우스 가드의 착용은 아래와 같

은 다섯 가지 면에서 구강안면의 손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시된다.
26)

1)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변형시켜 치

아의 손상을 방지; 2) 입술, 혀, 치은 등 연조직의 열

상을 예방; 3) 충격의 발생 시 반대측 치아가 접촉되

는 것을 예방; 4) 하악골을 안정화시켜 하악각 또는

하악과두의 파절을 유발할만한 충격을 흡수시킴; 5)

목 또는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음.

마우스가드의 종류

미국 스포츠 치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세 가지 종류

의 마우스가드가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stock형으로 개개인의 치아의 형태학적 특성에 맞출

수 없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mouth-formed 혹

은 boil and bite형이라고 불리는데 열가소성의 악궁

모양의 둥근 테두리를 뜨거운 물에서 가열하여 구강

내에 시적한 후 교합력과 흡인력으로 형태를 형성하

는 것이다. 이러한 마우스가드는 치아에 적합성이 좋

지 않고, 제작과정 중 치아의 돌출된 부위가 얇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 부위가 손상을 입기 쉽다. 1형과 2형

모두 상업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custom-made 마

우스가드로 치과의사에 의해 채득된 인상체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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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만들어 치과기공소에서 제작되는 개인 맞춤

형 마우스가드이다. 이러한 custom-made 마우스가

드는 한 겹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겹을 겹쳐서

제작되기도 하는데 착용자의 구강구조에 적절한 적

합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손상에 대한 보호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호흡이나 발음상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많이 추천되고 있다.

마우스가드의 재료

마우스가드의 주된 재료는 (1) polyvinylacetate

(PVA)-polyethylene or ethylene vinyl acetate(EVA)

copolymer; (2) polyvinylchloride; (3) latex rubber;

(4) acrylic resin; (5) polyurethane 등의 다섯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각 재료들의 물리적 특성은 그 화학적 구성의 다양

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EVA는 물성이 우수

하며 다루기가 쉽고 형태를 형성하기 용이하다는 장

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다.
27)
EVA 화합물

내의 PVA 성분이 증가할수록 충격흡수능력이 증가

하며, 수분 흡수력이 감소하며, 경도와 찢김강도가 감

소한다. 그러므로, EVA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충격흡

수능력이 증가한다.

EVA와 비교하여 polyurethane은 유사한 정도의 충

격흡수력과 경도를 보이는 반면에 더 높은 찢김강도

와 인장강도를 보이며, 수분을 더 잘 흡수한다.

Sorbathane은 visco-elastic polyurethane의 종류로

EVA 층 사이에 사용될 경우 EVA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두께를 보이면서 더 우수한 충격흡

수능력을 보인다.28) 또한 EVA를 여러 겹으로 제작할

때 중간에 경도가 높은 층을 삽입하면 마우스가드의

에너지 흡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9)
Latex

rubber는 초기 마우스가드 제작에 많이 사용되었던

재료로 EVA나 polyurethane보다 낮은 충격흡수력,

경도, 찢김강도, 인장강도 등의 성질을 나타낸다.

마우스가드의 제작시 고려사항

마우스가드의 보호기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

루어졌지만 충격의 방법, 충격이 가해진 부위, 결과

측정 등에 따라 방법론적인 특성이나 결과에 대해 표

준화된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몇몇 일반적

인 요소는 마우스가드의 제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문

헌에서는 마우스가드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26)

(1) 마우스가드의 착용자의 구강 구조에 적절히 정

확하게 부합해야 함. (2) 연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

고, 한 악궁의 모든 치아를 피개해야 하며, 대개 상악

에 장착함. (3) 착용자가 편하도록 위치하여 유지되어

야 함. (4) 착용자에게 생리적으로 적합해야 함. (5)

세척이 용이해야 함. (6) 강한 힘에 대한 충격흡수 능

력을 가져야 하고, 충격전달을 감소시켜야 함.

마우스가드에 사용되는 재료는 적절한 충격흡수

능력을 가지면서 어느정도 단단해야 한다. 이러한 성

질은 조직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여 감소시키며,

그 힘을 넓은 부위로 재분배시켜 적절한 보호기능을

제공한다.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연한 재료가 유리하

며, 충격을 재분배하기에는 보다 단단한 재료가 필요

하다. 구강내의 서로 다른 부분은 각기 다른 성격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치아의 교합면은 넓은 표면적

이 힘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므로, 집중된 강한 힘

에는 덜 민감하다. 그러므로 이 부위를 보호하기에는

충격흡수능력이 좋은 연한 재료가 적절하다. 한편, 전

치부는 부러지기 쉬우며, 좁은 부위에 집중되는 충격

력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중간 정도의 경도와 충격흡

수능력을 가지는 재료가 충격을 흡수하고 재분배하

기에 적절하다. 치은부는 연조직으로 충격흡수가 어

느정도 가능하므로, 충격의 재분배를 위한 단단한 재

료가 적절하다. 마우스가드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

하게 고려될 점은 편안함과 발음이나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McClelland 등이 제시한

마우스가드의 디자인은 순측으로 전정부에서 2 mm

이내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구개측은 치경부까지만

연장하도록 한다.
30)

구개측은 마우스가드의 유지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위의 부피

를 감소시켜, 발음이나 호흡 등의 불편감을 최소화하

도록 한다.
31,32)

변연부의 모양은 순측은 둥근 형태로

하고, 구개측은 경사지게 만들고, 교합면은 양측에서

균등하게 교합되도록 제작한다.

마우스가드의 권장되는 두께는 3-5 mm 정도로 다

양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33-35)

충격흡수능력, 인장강도, 경도, 수분흡수력 등의 물

리적 성질을 고려할 때 3 mm 이상이 권장되며, 두께

가 증가할수록 착용자의 불편감이 증가해 사용을 꺼

려할 수 있기 때문에 3 mm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

져 있다.
36)

또한 제작과정 중 두께가 얇아질 수 있으

므로, EVA sheet를 선택할 때는 제작하고자 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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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보다 두꺼운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상악 전치

부의 절단면 부위가 얇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부위

의 두께는 마우스가드의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므로, 제작 시 얇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38)

최근 마우스가드의 제작 시 재료를 여러 층으로 겹

쳐서 제작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한 층으

로 제작하는 것에 비해 형성과정 중 재료에 쌓이는

응력을 줄여주어 체적의 변화를 감소시키고 안정성

을 증가시켜 적합도와 보호기능을 증가시켜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39-41)

또한 각 층이 각기 다른 강도와

충격흡수능력을 가지고 있어 구강 내 여러 부위에 적

절한 보호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두께의 재료

를 사용하는데 대개 안쪽의 치아나 치은에 접촉하는

부위는 연성 재료를 사용하며, 바깥쪽은 보다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또한 마우스가드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작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Takeda 등은 EVA

사이에 단단한 재료를 삽입하고, 빈 공간을 형성하여

치아의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42)

마우스가드의 보급과 사용실태

마우스가드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운동 경기 시 마우스가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할

때보다 1.6-1.9배 정도 구강악안면영역의 외상의 발

생가능성이 증가된다고 한다.
26)
1927년에 복싱연맹에

서 마우스가드의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1930년대에

치과문헌에 마우스가드의 사용이 보고되었다. 이후

1960년대 이후로 풋볼, 아이스하키, 레슬링, 럭비 등

의 운동경기 중 마우스가드의 사용이 의무화 되었으

며, 현재 미국 치과의사 협회에서는 복싱, 풋볼, 아이

스하키, 레슬링, 격투기 등 29개 운동종목에서 마우스

가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마추어

복싱, 유수, 태권도, 공수도, 아이스하키, 하키, 격투기

등의 종목에서 마우스가드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

고, 럭비 등의 종목에서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Jalleh 등은 호주에서 마우스가드 보급 캠페인을 통

해 럭비와 농구선수들의 마우스가드 사용이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고,43) Berg 등은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강악안면 외상에 대한

이해도와 마우스가드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여, 마우스가드의 사용이 필요한 경기종목에서 그 사

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코치협의회나 경기 규정

을 결정하는 운동경기협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우

스가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44)

하지만 여러 종목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실제적인 마우스가드의 사용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10년 곽 등은 290명의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마우스가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강악안면 외상경험이 28.6%로 낮지 않은 경

험률을 가지고 있었으나, 착용 경험률은 6.6%에 그쳤

으며, 현재 착용률은 3.8%, 사용할 필요성은 역시

25.9%뿐인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호장치에 대한 인식

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5)

백 등의 조사에서는

스포츠 활동 시 항상 마우스가드를 착용하는 경우는

선수단의 경우 50.2%, 비선수단의 경우는 46.8%로 곽

등의 연구에서보다는 높은 착용률을 보였다. 대다수

의 조사 대상자들이 마우스가드 착용에 대한 필요성

을 인지하며 신뢰하고 있었으나, 실제 마우스가드 착

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한 질문에서 ‘그냥 불편’이라는

응답이 60.5%로 가장 많았고 ‘호흡곤란’ 16.9%, ‘대화

시 불편’이 10.2%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불편감 보다는 막연한 불편감으로 인해 착용률이 떨

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15)

백 등의 조사에서 스포츠 활동 시 사용하는 마우스

가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stock형’이 75.9%,

‘mouth-formed형’은 18.4%였고, ‘custom-made형’은

5.7%에 불과하였다.15) 대부분 stock형이나 mouth-

formed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편감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지만

착용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마우스가드 착용은 레져나 스포츠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 외상 방지에 효과적이며, 운동선

수나 코치, 운동경기 협회 관계자 등 관련된 사람들에

게 마우스가드가 외상을 감소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운동

선수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그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널리 보급하여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마우스가드의 장착감과 착

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

태로 제작이 가능한 맞춤형 마우스가드를 만들 필요

가 있으며 더불어 스포츠 종목, 스포츠 활동 형태, 여

러 요인별 구강악안면 외상의 발생률 및 손상부위 등

을 상세히 조사하여 이에 맞는 마우스가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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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 of Mouthguard for Preven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Injury

Young-Joo Shim1, D.D.S.,M.S.D, Jin-Kyu Kang1,2, D.D.S.,M.S.D.

Department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Daejeon Dental Hospital.

Wonkwang Dental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With today's heightened interest in quality of life, leisure and sports activities were popular in the general public.

Accordingly, the incidence of oral and maxillofacial injury are also rising. Use of a mouth protector to prevent the trauma

of the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is growing in importance, and among the mouth protector the mouthguard is the

most commonly used. Mouthguard has been suggested to protect injuries by (1) preventing tooth injuries by absorbing

and deflecting blows to the teeth; (2) shielding the lips, tongue, and gingival tissues from laceration; (3) preventing

opposing teeth from coming into violent contact; (4) providing the mandible with resilient support, which absorbs an

impact that might fracture the unsupported angle or condyle of the mandible; (5) preventing neck and cerebral brain

injuries. Although mouthguard is effective for preven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injury, it is not widespread to athletes

or general public and they ar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mouthguard. We present the types and

materials of mouthguard, things to consider when mouthguard fabrication, and the usage. This should be helpful in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and popularization of mouthguard.

Key words: Mouthguard, mouth protector, oral and maxillofacial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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