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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lusal force is defined as the force resulting from an interaction between upper and lower teeth, bones, and muscles. The amount
of occlusal force is mainly determined by the condition of masticatory muscles and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age, sex,
craniomandibular morphology, dentition, and periodontal support. The maximum bite force is used as an indicator of the functional
state of the masticatory system, and the association between occlusal force and various dental clinical procedures has been reported.
In this article, we aim to review the implication of occlusal force in dental clinical settings. We summarize various methods and
considerations for measuring occlusal force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cclusal force and clinical practices, including
orthodontic treatment, orthognathic surgery, prosthetic restoration,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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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하기 위한 많은 방법과 장비들이 개발되어 왔고, 여러 문헌을 통
해 보고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치과 임상에서 교합력의 의미

치과에 방문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치아나 치아지지 조직의

와 측정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치아교정 및 턱교정 수술, 수복치

통증이나 불편함을 주소로 내원한다. 이러한 통증이나 불편함

료, 측두하악장애 등의 임상술식과 교합력의 연관성 및 그 평가

으로 인해 환자의 저작기능은 제한되며 잘 씹지 못함을 호소하

와 고려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게 된다. 교합력은 대합치에 가해지는 저작근의 근육 활동 결과
이며, 음식이나 기타 물질을 저작할 때 대합치나 지지 조직에 미
치는 힘이다. 교합력의 크기는 주로 저작계 근육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근섬유의 양, 근육의 크기, 근육의 주행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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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합력은 연령, 성별, 안면골격구조, 치
아와 치열의 상태, 치주조직의 지지, 측두하악장애 등 여러 다양

교합력은 개인별로 다르며, 대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강한 교

한 저작계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

합력을 나타낸다[2,3]. 또한, 구치부는 전치부에 비해 훨씬 더 강

미를 갖게 된다[1,2]. 그러므로 교합력의 분석은 저작계의 기능

한 힘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왔다[4]. Waltimo와 Könönen [5]

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랜 기간 동안 교합력을 측정

의 연구에 의하면 구치부 최대 교합력은 남성에서 847 N,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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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97 N이며, 전치부 최대 교합력은 남성에서 287 N, 여성

방식의 장비가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

에서 243 N으로 나타나 전치부의 최대 교합력은 구치부의 1/3

이 사용되고 있다. Borelli는 gnathodynamometer라는 장치를

정도로 보고되었다. Kovero 등[6]의 연구에서도 핀란드인의 구

고안하여 대구치 부위에서 폐구 시에 무게추를 들어 올리는 방

치부 최대 교합력은 남성에서 844 N, 여성에서 683 N으로 나타

식으로 구강 내에서 교합력을 처음으로 측정하였고, Black은

났고, 전치부 최대 교합력은 남성에서 286 N, 여성에서 237 N

gnathodynamometer에 레버 스프링과 압력계 스프링, 그리고

으로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liaridis 등[7]은 미국인

측미계(micrometer)를 추가한 장비를 개량하여 이전에 비해 좀

에서 남성의 최대 교합력은 807 N, 여성의 최대 교합력은 650

더 기계적으로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N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구치부의 최대 교합력을 연령에 따라

기계적 장비에 비해 전기적 장비는 더 넓은 범위의 교합력을

분석하였을 때, 7–9세는 385–610 N, 10–13세는 450–680 N,

더 작은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전기적 장

성인에서는 420–650 N으로 나타났고, 전치부의 최대 교합력은

비들은 교합력을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하중센서를 사용하

각 연령대에서 60–130 N, 110–160 N, 160–270 N으로 보고

였는데, 작동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되어 성장기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최대 교합력이 증가하는

스트레인게이지는 금속판의 형태를 갖는다. 하중이 가해지면

경향을 나타냈다[7]. 기타 여러 연구에서 유치열기부터 20세까

금속판에 변형이 발생하면서 길이는 증가하고, 단면적은 감소

지 최대 교합력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되어 전기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전기저항측정기(Wheatstone

[8,9].

bridge)를 사용하여 전기저항의 증가분을 계측한다. Linder-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남자의 최대 교합력은

holm과 Wennström [14]은 금속바로 만들어진 2개의 교합판에

644 N, 여자의 최대 교합력은 441 N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최대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고, 교합판을 금속 쐐기로 연결한 장

교합력이 서양인에서의 계측값보다 작게 나타난 경향이 있는데

치를 통해서 교합판에 가해지는 교합력을 측정하였다. 스트레

저자들은 측정기에 따른 물리적 특성의 차이, 표본의 신체적 조

인게이지를 이용한 측정 장치는 이전의 기계식 장비에 비해 더

건의 차이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10]. 교합력 측

정확하게 최대 교합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금속 장

정은 사용한 측정장비, 측정방법, 측정부위 등에 따라서도 결과

치를 깨무는 것과 그 과정에서 치아의 파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개인별로도 측정 시기에 따라서 측

피실험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최대근력이 적용되는 것에는 어려

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교합력 측

움이 있었다. 그리고 측정장치의 금속 두께로 인해서 최대 교두

정값을 비교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접촉위가 아닌 상태에서 측정이 되며, 완전히 폐구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인해 저작근의 근활성이 감소되므로 결과적으로

교합력 측정방법

는 교합력이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있었다[15].
압전결정은 석영과 같은 결정체 물질로 기계적인 응력이 가

교합력의 측정은 저작계의 기능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지면 반대편에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압전변환기는 교합력

서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고, 교합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기록

에 의한 변형을 민감하게 감지하기 위하여 필름형태로 되어있

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되었다. 교합력의 측정방법은

다. 교합력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의 양은 매우 작기 때문에 압

대합관계에 있는 치아 사이에 기구를 위치시킴으로써 교합력을

전전기신호를 증폭하여 기록하도록 제작되었다. 압전변환기는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교합 시 발생하는 음파 진동을 증폭하여

2 mm 이하의 두께로 제작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인게이지 방

분석하거나 저작근의 표면에서 근전도 기록을 분석하는 간접적

법에 비해 더 폐구된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 방법이 있다[11,12]. 간접적인 방법은 치아 사이에 개재되는

[16]. 대표적으로 T Scan system (Tekscan Inc., Boston, MA,

측정기구 없이 최대 교두간접촉 상태에서 교합력을 측정할 수

USA)이 있으며 교합접촉 부위와 시간, 교합력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마다 다양한 해부학적, 생리적 요인으

가능하다. 교합력을 측정할 때 인접한 접촉점들과 상대적 크기

로 인해 측정과 분석에서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구

측정은 가능하지만 교합력의 크기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내기는

강 내에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대합 치아 사이에 측정 기구가

어렵다.

개제되는 단점이 있으나, 간접적인 방법에 비해 측정기구의 적

압력감지필름은 2개의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압력에 민감

용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기술이 발달함

한 편자모양의 판이다. 교합력이 가해지면 테레프탈염산 필름

에 따라 측정기구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교합력 연구에 많이 사

사이에 놓인 마이크로캡슐이 부서지면서 내부에 있던 색소 형

용 되고 있다.

성 물질이 새어나와 현상액과 반응하게 된다. 가해지는 압력에

교합력 측정 장치에는 기계식 장비나 전기식 장비 또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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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색농도가 달라진다. 교합이 기록된 압력감지필름은 분석

Jin-Kyu Kang and Jin-Han Lee

기를 이용하여 교합이 이루어진 위치, 힘의 크기, 교합점의 분

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이와 반대로 골격의 부조화가 최대 교

포를 분석할 수 있다[17]. 대표적으로 Dental Prescale system

합력에 큰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고, 반

(Fuji Film Co., Tokyo, Japan)이 있으며 얇은 두께의 압력감지

안면왜소증과 말단비대증 환자의 최대 교합력을 정상인과 비교

필름을 사용하여 교합력에 따른 색상의 밀도를 측정하고 교합

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24,25].

력의 총합 수치를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일 환
자의 치료 전후나 여러 환자의 데이터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장점

교정치료와 교합력

이 있다.
부정교합은 최대 교합력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고 교정치료를

골격 및 교합형태와 교합력

통해 최대 교합력이 증가되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있다. Alomari와 Alhaija [26]는 통상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하며

여러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안면 골격 및 교합의 형태와 최대

6개월 동안 교합력의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보고하였는데

교합력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연구방법과 연구

치료 시작 1주 후 교합력은 치료 전에 비하여 50% 정도로 감소

대상의 선택, 교합력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

하였고, 1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후로는 증가하여

되었다. 앵글 분류에 따른 교합력의 평가에서 정상 교합자가 가

치료 2개월 이후는 술전과 비슷한 정도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

장 큰 최대 교합력을 보이고, 1급, 2급, 3급 부정교합의 순서로

다. 초기의 교합력 감소는 교합접촉의 영향뿐만 아니라 교정치

최대 교합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Sathyanarayana

료 시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해 저작근의 감각 유입의 변화와 보

등[3]에 의하면 1급 부정교합과 2급 부정교합 환자의 최대 교합

호성 방어기전으로 교합력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27].

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장

교정치료 중에는 치아의 이동으로 인해 교합이 안정되지 않고,

안모 환자군의 최대 교합력은 단안모 환자군에 비해 통계적으

치주조직의 기계수용체 및 근육조직의 변화로 인해 교합력이

로 유의할만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개안면의 형태에 따

낮게 나타나며, 교정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교합력이 증가됨

른 교합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짧은 수직고경을 가진 사람의

을 보고하였다[23]. Yoon 등[28]은 발치를 시행하지 않은 군과,

최대 교합력은 긴 수직고경의 안모를 가진 사람에 비해 높게 나

상악 양측 소구치를 발치한 군, 상하악 양측 총 4개의 소구치를

타난다고 보고하였다[19]. 한편, Sonnesen과 Bakke [20]은 최

발치한 군으로 나누어 교합력을 비교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교

대 교합력이 앵글 분류에 따라 다르지 않고, 두부 자세와도 연관

정치료 전, 교정치료 종료 직후 및 치료 종료 2년 후의 교합력을

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비교하였을 때 치료 직후에는 치료 전에 비해 교합력이 현저히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대 교합력을 제1대구치 부위에

감소하였다가 치료 종료 2년 후에는 다시 치료 전과 비슷한 정

서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T-scan을 통해 교합형태에 따

도로 회복되었고, 세 군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

른 교합력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앵글 3급 부정교합과,

다고 보고하였다.

수평 및 수직피개량이 적은 경우 구치부의 최대 교합력이 다른

다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 종료 후 사용하는 유지장치에 따

교합형태의 환자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1]. 이 연

른 교합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상악과 하악에 각각 투명유지

구는 T-scan을 통해 전체 악궁을 평가하였지만, 최대 교합력의

장치(essix retainer), 상악 투명유지장치와 하악 전치부 고정식

수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전치부 교합력에 대한 구치부 교합

유지장치, 환상유지장치(circumferential retainer)의 세 군으로

력의 비율을 평가한 것이어서 3급 부정교합에서 이 수치의 증가

나누어 술후 6주와 10주의 교합력을 평가하였고, 투명유지장치

는 구치부의 교합력의 증가 의미도 있지만 전치부의 교합력이

를 상하악에 장착한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교합력이 대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조군과 비슷한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투명유지장치군의 경우는

부정교합 환자의 경우 정상 교합자에 비해 최대 교합력이 낮

교합력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원인으로 치아의 틀어짐으로 인한

하였다. 이러한 투명유지장치는 상악과 하악 치아의 직접적인

치아의 교합접촉면적의 감소와 이로 인해 저작근이 최대한의

접촉을 저해하므로, 교합이 안정되지 않고, 근육의 기능 회복을

수축력을 발휘하는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9]. 하

지연시킨다고 보고하였다[29].

지만 이러한 교합력의 감소는 앵글 분류와 같은 골격의 형태학
적 차이뿐만 아니라 교합접촉 및 악골과 저작근계의 생역학에

턱교정 수술과 교합력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22], 편측 구치부
반대교합의 어린이 및 전치부 개교합의 성인에서 교합력이 낮

턱교정 수술 전후의 교합력을 평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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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사용한 교합력 평가방법, 측정부위, 환자의 교합상태 등

해 보고되었다. Kwon 등[39]은 반대측에 자연치열을 가진 편악

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 수복치료를 시행하고 6개월과 12개

는 다양한 방법의 턱교정 수술법을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월 후에 교합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12개월 이후에는 자연치

수술 후 초기 수개월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최대 교합력의 감소

아의 최대 교합력을 회복함을 보고하였다. Melo 등[40]은 무치

를 보이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정상 교합자와 비슷한 정

악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수복시 보철물 장

도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30]. Iwase 등[31]은 턱

착 직후에 최대 교합력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3–5년 기능 후에

교정 수술을 받은 3급 부정교합 환자의 교합력을 정상 교합자

는 최대 교합력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인 대조군과 비교하였는데, Dental Prescale System을 이용하

성인에서 보철물을 이용한 수복치료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여 초진, 수술 직전, 술후 6주, 3개월, 6개월, 1년, 2년의 교합력

의 치료에서도 치아우식, 치조농양 등에 의해 감소된 최대 교합

을 각각 평가하였다. 술전 교합력은 남녀 모두 대조군에 비해 절

력은 적절한 수복치료를 통해 회복됨이 보고되었다[41].

반 정도에 그쳤고, 수술 직전 및 술후 6주까지는 더 많이 감소하

동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치과치료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환

였다가 점차 회복되어 술후 6개월 이후로는 술전보다 높은 수치

자의 주관적인 요소는 수복물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하여 점진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합력은 지속적으

적으로 적응이 되어야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기 때문에 수복치

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 미치지는 못하였다[31].

료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여야 저작계의 회복과 함께 최대 교합

여러 연구에서 턱교정 수술 후 1–3년 후의 교합력은 수술 전

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에 비해서 1.5–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2]. 교
합력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기인하는데 첫 번째는 수

측두하악장애, 교합장치와 교합력

술 후 근육의 활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통 술후 1년 안에 근
육의 활성은 정상 교합자와 비슷한 정도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측두하악장애와 교합력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있고, 1년이 지난 이후로는 근육의 활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져 왔다. 여러 문헌에서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교

다고 보고되었다[33].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교합력이 점진적으

합력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이는 근육 통증 또는 턱관절

로 증가하는 것은 교정치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대

의 염증이 교합력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부분 턱교정 수술과 동반하여 수술 전과 후의 교정치료가 이루

생각된다[42].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후

어지는데, 술전 교정 치료시기에는 수술 후의 교합상태를 고려

에는 교합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보고되었다[43]. 교합장치치

해 오히려 교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술전

료는 턱디스크 질환, 턱관절 및 근육 부위의 통증, 턱관절 골관

교정치료 기간에 교합력은 더욱 감소하게 되고[34], 술후 교정

절염 등 다양한 종류의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치료를 통해 점차 교합되는 치아의 개수가 증가하고, 교합접촉

술식이다. 교합장치는 턱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나 근육의 활성

면적이 넓어지면서 교합상태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됨으로 인해

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교합장치의 사용과 교합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교합력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게

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다소 상반된

된다[32].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치아의 마모로 수직고경이 감소한 환자
에게 교합장치를 적용하고 교합력을 평가한 연구에서 장치치료

수복치료와 교합력

전에는 대조군에 비해 교합력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치료
후 교합력은 점차 증가하여 12주 후에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

치아의 상실은 최대 교합력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 최대 교합

를 보이지 않았다[44]. 반대로 이갈이 환자에서 장치치료를 적

력은 대합되는 치아의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치

용하고 교합력이 감소함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45]. 이러한 상

아간 접촉수의 회복은 최대 교합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반된 결과는 실험군의 설정 및 교합력을 측정하는 부위와 방법

소이다[35]. 완전무치악 환자에서 기존 총의치를 이용한 수복치

의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료는 자연치열을 가진 사람의 최대 교합력의 20%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36].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피개의치를 제작할 경우 기
존의 총의치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은 최대 교합력을 회복할

Discussion

수 있다[37].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교합력의 회복은 환자의 만

교합력은 환자의 저작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이

족도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38]. 임플란트를 이용한

다. 환자의 치아나 치아지지 조직에서 발생된 질환은 통증이나

수복치료를 통해 최대 교합력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

불편함을 야기하고, 이는 저작계 기능의 저하로 교합력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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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통증이나 불편함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객
관적인 평가나 기록이 어렵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치과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고, 교합력이 증가하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
로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합력의 측
정 및 평가, 교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양한 치과치료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치과의사가 교합력과 관련한
다양한 저작계 요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임상술식에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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