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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 Guzay의 Quadrant Theorem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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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quadrant theorem is a theorem proposed by C. M. Guzay in the field of functional, holistic dentistry. There 
are not much of scientific literature on  the quadrant theorem. This study briefly reviewed basic concepts of quadrant 
theorem.
Methods: A publication by Guzay and research articles were searched and reviewed. The quadrant theorem is depicted 
as a series of illustrations and accompanied explanations.
Results: The primary concept of the quadrant theorem was presented in 1952. Based on geometric biophysics of the occlu-
sion and related anatomical functions, physiological pivotal axis of the mandible is analyzed to occurs at the dens (the 
sub-atlas area). Composite muscular activity links the mandibular posture with C1-C2, which is then linked with the 
spinal posture. Twenty illustrations are progressively presented on the physiognomy, occlusion, and analysis of anatomi-
cal functions.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the forces gives the durability of the functions in life.
Conclusions: The quadrant theorem provides a functional linkage between the mandibular posture and the upper cervical 
verteb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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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 M. Guzay의 사분역 정리(quadrant theorem)는 기능적, 

전일적 치의학 분야의 고전적인 이론이며, 사분역 정리는 

턱관절장애, 치과교정학, 외상 기능장애의 전일치료법 등

에 대한 생물리학적 접근법이다.1) 이는 의료가 환자의 통증

이나 질병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전일체인 사람에게 봉사할 

뿐이라는, “전일적 환자(total patient)” 관점의 의료와 철학

에서,2) 특히 기능적 치의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다. 최근 한의학계에서 개발된 침구경락 음양론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전신 음양균형을 조절하는 요체로서 턱관절을 

활용하는 접근법에서도 악관절의 연구역사를 개괄할 때 이

를 소개하기도 했다.3) 

　하지만 Guzay의 사분역 정리는 주로 전일적 치의학 분야

나 기능적 의학 분야에서 논의될 뿐 관련 연구문헌이나 상

세한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Guzay

의 사분역 정리에 대해 그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Guzay의 저술 자료를1) 중심으로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본    론

1. C. M. Guzay

　연구자이자 발명가, 저술가, 강사였던 Cassiner Marion 

Guzay는 1911년에 태어나 1985년까지 활동했다. 의학부 예

과 과정이면서 공학도였으며 치과 치료를 받은 후 진로를 

바꾸어 치의학을 전공했다. 여러 발명품을 제작했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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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drant Theorem Illustrations

Series I

Series II
Series III

Figure 1
Figure 2
Figure 3
Figure 4
Figure 5
Figure 6
Figure 7
Figure 8
Figure 9
Figure 10
Figure 11
Figure 1
Figure 1
Figure 2
Figure 3
Figure 4
Figure 5
Figure 6
Figure 7
Figure 8

Facial physiognomy
Physiognomy retrognathic
Physiognomy prognathic
Mandibular development in class I-II & III cases
Maxillary development in class I-II & III cases
Assessing structural relativity
Patterns & function in the three classes of patients
Shear functions in class I-II & III categories
Analysis of a chronic class I luxation
Analysis of a chronic class II luxation
Analysis of a chronic class III luxation
Structural requirements for efficiency
Occlusal deficiencies
The bio-physics of occlusion
Articular composite in an anabolic state
Pathologic conditions, structural deficiencies-a prelude to T.M.J. disorders
Condylar translation in mandibular opening and closure
Translation for incision
Analysis of the envelope of motion
Structural analysis of the glenoid fossa

를 냈는데, 예를 들어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마취장비

는 감염 가능성이 높았으나 분해조립이 편리한 마취 장비

를 설계함으로써 마취 장비를 멸균시켜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보철 장비의 생기능적 배열방법을 고

안했으며 생리적 교합과 생리적 안정위치에서의 요소에 대

해 연구하고 도해를 개발했다.

　Dental Research Group과 American Academy for Functio-

nal Prosthodontics의 공동 창설자이며, 1975년에 American 

Academy for Functional Prosthodontics 회원들의 일치된 의

견으로 ‘Prosthetic Engineer’ 칭호를 받았다.

2. 사분역 정리의 역사

　사분역 정리의 기본 개념은 1952년 세미나에서 제시되었

다. 중쇠뼈 치아돌기(Sub-Atlas 부위)가 생리적 교합기능의 

기원 지점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바탕을 두고 사분역 

정리가 개발되었다. 기하학적-생물리학적 도해를 통해 중

쇠뼈 치아돌기가 생리적 치아교합기능을 제공하는 근육 복

합기능의 기원 지점이며, 양쪽 턱관절은 아래턱뼈를 머리

뼈에 연결하면서 저작 시 이차적 평형유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이상적 교합 평면은 편평한 면이며 

Spee 곡선은 모두 병리적이다. Spee 곡선은 관절융기 앞모

서리, 둘째 큰어금니 교합면, 아래턱 앞니의 앞니 모서리에 

대한 원주 접선4) 혹은 가장 과맹출된 아래턱 앞니와 가장 

과맹출된 어금니 사이의 수평선과 아래턱 볼쪽 구역의 가

장 깊은 지점 사이에 형성되는 선이며
5)
 수직겹침 부정교합

의 뚜렷한 공통 특징이다.

　Dental Research Group과 교육분과인 American Academy 

for Functional Prosthodontics에서의 연구와 토론에 힘입어 

더욱 개발되고 연구되고 임상에 적용되었으며 교육되었다. 

특히 지속적인 치료실패를 경험하는 보철환자에게도 환자 

전체를 전일적으로 보는 사분역 정리 접근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Guzay 사후에도 일본의 Maehara 등 여러 연구자와 임상

가들이 그의 연구 자취를 밟아 활동했으며, 일례로 Fonder

와 Guzay의 일본 순회강연 4년 후 Guzay를 잇는 의사와 연

구자들의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3. 사분역 정리 도해 개요

　사분역 정리에서는 도해와 기하학적 배치 도표 분석 접

근법으로 해부 기능(anatomical function)을 분석한다. 기하

학적 도해를 통해 개념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일련의 도해를 통해 생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교합에 

필요한 기본 요소가 설명된다. 또한 병리적 질환으로 이어

지는 치아 교합상 결손과 연결된 관절융기-오목을 압박하

는 퇴행변성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된다.

　사분역 정리에서는 본격적 도해 설명에 앞서 주요 용어 

개념, 그리고 참조 자료로서 효율적 교합기능에 필요한 조

건과 기능적 효율성에 필요한 구조가 간략히 제시된다.

　도해 부분에서는 먼저 얼굴 형태(physiognomy)를 설명하

는 8개의 도해가 제시된다(Series I). 이어서 1급, 2급, 3급 

교합관계 관련한 얼굴 변형 양상, 관절융기와 골격, 교합 

이상에 대해 치료 전과 후로 나누어 도해를 통해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균형과 

동심성이 중요한 요소임이 강조된다. 이어서 효율성에 필

요한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Series II), 끝으로 교합 문제 관

련 여러 상황과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Series III). 이렇게 해

서 총 20개 도해가 제시된다(Table 1).

4. 사분역 정리 도해 예시

　사분역 정리 도해의 설명방식과 주요 개념 예시를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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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the Quadrant 
theorem, figure 1 of series 2.6)

Fig. 2. Illustration of the Quadrant 
theorem, figure 3 of series 3.6)

지 살펴본다. 먼저 효율적 기능활동상 필요한 구조에 대해, 

벡터가 서로에 대해 평행이고 공통평면에 수직일 때 안정

성과 정상적 재생성 상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이 도해

를 통해 표현되어 있다(Fig. 1), 그림의 Sub-atlas area는 교

합기능의 기원인 중쇠뼈 치아돌기 부위이며, 이 지점을 중

심으로 위와 아래 치아의 벡터가 서로 평행이며 공통평면

에 수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조 복합체가 앞뒤방향

으로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배열을 보

이면 교합력이 최대 면적에 걸쳐 고르게 분산되며 살아가

는 동안 꾸준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여기에 

불균형이 초래되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병

리적 퇴행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 예시는 동화상태에서의 관절구조이다(Fig. 2). 그림

을 보면 위턱 치아의 장축과 아래턱 치아의 장축이 서로 

평행하며 교합평면에 수직으로 만나 균형을 이루고, 생리

적 교합의 기원 지점으로부터 그려지는 동심원의 접선에 

해당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상태를 생물리학적 동화

상태로 표현했다. 이러한 상태가 되려면 아래턱 교합평면

과 앞니 평면이 X축에 위치할 정도로 충분한 치열이 뒤쪽

으로 확보되고, 아래턱을 벌리고 다무는 동작이 sub-atlas로

부터의 반경에 따른 활을 그리고, 교합 충격으로 생기는 벡

터가 반경에 수직이면서 또한 양쪽 뒤쪽 치아의 장축과 평

행하고, 교합 때 관절융기가 부드럽게 정지되며 동심성 상

태로서 양쪽이 균형이 맞고 구조적으로 상대성을 이루어 

근육이 율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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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이상으로 Guzay의 저술 자료 등을 통해1) 사분역 정리의 

주요 구조와 개념, 도해 예시를 살펴보았다. 

　Guzay의 사분역 정리는 기능적 치의학이나 전일적 의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개념이고 임상치료효과가 유

의하다고 알려져 있음에도1) 불구하고 연구문헌 자료는 그

리 많지 않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Pubmed 데이터베이스에서 “quadrant theorem”으

로 검색하면(2012. 12. 1. 일 현재) 1976∼1982년의 총 5개 

문헌이 나올 뿐이다.7-11) 

　Guzay의 사분역 정리에서 제시한 기하학적 생물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아래턱뼈와 목뼈 사이에는 기능적으로 긴

밀한 연결관계가 존재한다. 근육이 활동하면서 아래턱뼈가 

움직일 때 아래턱뼈 움직임을 제어하는 축이 고리뼈와 중

쇠뼈 사이의 치아돌기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아래턱 부정

렬과 기능이상이 존재한다면 C1, C2의 위치이상이 동반되

며, C1, C2 척추뼈는 척주와 머리 위치 그리고 신경학적 건

강에 밀접히 관계된다.12)

　턱관절의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 즉 움직임에 대한 뇌줄

기로부터의 신경학적 제어와, 이들 자세로부터 뇌줄기로 

입력되는 고유감각 회로로 인해 턱관절 자세는 신경계의 

전반적 음양균형에 대한 중요한 관찰지표이자 치료수단이 

될 수 있다.13) 이러한 턱관절 자세와 뇌줄기의 직접적 신경

학적 연결 외에도 턱관절 자세를 제어하는 근육활동에 의

한 턱관절 움직임의 기능적 축이 중쇠뼈 치아돌기에 위치

함으로써 턱관절의 정적 동적 상태가 C1, C2의 상대적 위치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는 생물리학적 관계도 존재하는 것이

다. 이러한 신경학적 연결과 생물리학적 연결은 턱관절이 

전신 음양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평가 지표이자 전신 음양

균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 접근법으로 활용되는 중

요한 기전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

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증례에서는14,15)
 턱관절과 신경계, 

턱관절과 생물리학적 구조 등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중요

한 치료기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분역 정리에 대한 임상연구와 생리연구 자료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분역 정리에서는 특히 턱관

절의 움직임에서 좌우 턱관절의 균형, 교합평면의 상하로 

작용하는 벡터의 평행과 균형, 아래턱 움직임의 축과 교합

평면 사이의 전후관계에서 평행과 균형, 회전운동에서의 

상대적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건강이 유지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 한의학에서의 경락음양균형이나 턱관절

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FCST에성의 턱관절 자세 음양균형

에 대한 분석과 치료와3) 기본적 관점과 접근법이 일치된다

는 면에서, 턱관절 음양균형을 이용해 전신 음양균형을 평

가하고 치료하는 임상과 연구에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Guzay의 사분역 정리(quadrant theorem)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사분역 정리에서는 기하학적 생물리적 분석을 통해 아래

턱 움직임의 기능적 축이 중쇠뼈 치아돌기 위치임을 제시

했다. 또한 아래턱 움직임과 턱관절, 교합에서의 좌우, 상

하, 전후, 회전이동상 균형을 건강요인으로서 제시했다. 이

는 전통 한의학의 경락음양균형과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

료법 FCST에서의 턱관절 자세 음양균형을 통한 전신 음양

균형이라는 치료모형과 잘 일치되는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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