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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xillary Protraction with Maxillary and Mandibular Miniplates (face 

corrector): In Comparison to Face Mask Protraction in Class III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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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lla protraction, orthopedic correction of deficient maxilla is necessary for treatment of 
most Class III growing patients. Protraction method has evolved from tooth-born appliance to 
miniplates on the maxilla, and from face mask to miniplates on the chin. By placing 
miniplates on the maxilla and the mandible and running elastics between them, we can 
minimize dentoalveolar relapse and maximize orthoped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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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Ⅲ급 부정교합은 상악 열성장 또는 하악골 과잉

이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상악 열성장의 

경우 상악골의 수직 고경이 짧거나 상악골 후퇴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환자들을 조기 치료하여 상

하악 치조골과 골격의 수평적 차이를 줄여주는 방

법으로 상하악에 미니플레이트 골내 고정원 만을 

사용하는 방법과 face mask를 구외고정원으로 사

용하는 방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Ⅱ. 연구사례 

 

증례 1. Face mask 사용 

8세의 여자 환자를 상악 치아에 부착된 구강 내 

고정원에서 face mask에 고무줄을 사용해 12개월 

동안 치료하였다(Figure 1). 치료 전 웃는 사진에서 

하악 전치가 노출되었다가 치료 후에는 상악 전치

가 보이게 되었다. 치료 후 1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

에도 상악 치아 노출이 유지되었다. 

측모 두부계측방사선사진에서 치료 전 전치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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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ont face photographs

-Anterior cross bite correction 

with a face mask, before treatment, 

after 12 months of active treatment, 

and 1 year post treatment. 

Figure 2. Cephalometric x-rays. 

Before treatment, after 12 months 

of active treatment, and 1 year 

post treatment.

  

Figure 3. Superimposition of cephalometric tracings of case 1 

before and after face mask treatment (before treatment : 

broken line, after treatment : continuous line). Calss III correction 

was mostly due to push-back effect on the mandibule rather 

than forward growth of the maxilla. 

교합을 볼 수 있고, 12개월의 전방견인 후 반 교

합이 해소되고 상하악 제일 구치는 Ⅱ급 관계를 보

였다(Figure 2). 견인 중단 후 1년이 경과했을 때 전

치의 피개는 줄었고 제일 구치는 I급 관계로 변해

있었다. 치료 전, 후 측모 두부계측방사선사진 중첩

에서 상악골의 후방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악골이 

열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악은 후방으로 려있

고 상악 치아들은 전방으로 려있었다(Figure 3). 

치료전 ․․․․․․․  
치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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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ase 2. Front face photographs 

before and 18 months after miniplate face 

corrector treatment. 

      Figure 6. Case 2. Lateral face photographs 
before and 18 months after miniplate face 

corrector treatment.   

Figure 7. Case 2. Lateral face 

photographs before and 18 months 

after miniplate face corrector 

treatment.  

Figure 8. Case 2. Lateral intaoral

photographs before and 18 months

after miniplate face corrector 

treatment. 

Figure 4. An intraoral photograph of miniplates 

and Class III elastics wear.     

증례 2. – 상하악 미니플레이트 사용

수술과정은 Heymann 등이 2010년에 발표한 술

식에 따라 4개의 미니플레이트가 사용되었으며 상악

에는 좌우 관골하연의 지지 에 고정되고 하악에는 

좌우 영구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고정하였다3). 치은 

판막은 이 부위에 형성하고 티타늄 미니스크루를 이

용하여 장치를 고정하였다. 해부형태와 잘 맞게 변

형시킨 티타늄 플레이트를 스크루로 고정하여, 치주

조직 밖으로 나온 견인 고리는 고리를 연결하는 연

결부위가 부착치은이나 점막치은연결부 부위로 나

오게 하였다. 상악 견인은 미니플레이트 수술 후 3

주 후에 고무줄이 상악골은 전하방 방향으로 힘이 

가도록 하고 하악골은 후상방으로 힘이 향하도록 하

였다(Figure 4). 고무줄은 각각에 약 150~250 g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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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ase 2. Superimposition of cephalometric tracings  before and 18 months after 

miniplate face corrector treatment. Superimposed on the cranial base and the mandibule (before 

treatment : broken line, after treatment : continuous line). The maxilla grew 5mm forward and the 

mandible, unlike in figure 3, grew counterclockwise direction. 

Figure 5에 정면사진과 Figure 6의 측면사진에서 

견인 전후의 얼굴의 중심부위 함몰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구강사진에서도 전치부 반 교합이 해소된 

것을 볼 수 있다(Figure 7,8). 측모 두부계측방사선

사진에서 치료전 전치부 반 교합을 볼 수 있고, 18

개월의 전방견인 후 반 교합이 해소되고, 증례 1과

는 달리 상악골의 후방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하

악골이 전혀 열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닫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상악 치아들은 전방으로 려나오지 않고 

치아 장축 각도에 변화가 없었다(Figure 9). 코와 상

순 전체가 전방으로 려 나왔으며 그 정도가 하순의 

전방 성장보다 컸다. 치료 전후의 하악기저골을 중첩

했을 때 하악각(gonial angle)은 작게 변하고, 과두

의 성장방향이 전상방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Ⅲ. 결론 및 고찰

Face mask로 상악골 견인한 증례 1에서 나타난 

결과, 상악골 전방 이동량은 미미하고 전치부 수직 

피개 감소와 상악전치의 전방경사 등 치아치조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고, 하악의 시계방향 회전

과 하안면 고경이 증가한다는 선학들의 보고 내용

과 일치한다1-5). 게다가 치료 효과를 만족스럽게 향

상시키기 위해 face mask라는 구외 장치를 9-12개

월 동안 하루에 12-16시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상악에는 미니스크루나 미니플레이트를 사용해 

고정원을 얻고 턱에 face mask를 사용하면 증례 1 

처럼 치아고정원을 사용한 경우 보다 확실하게 상

악골 견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자들이 

있다6,7). 600~1000 g의 힘을 사용하는 face mask

와는 달리, 상하악 미니플레이트에 고무줄을 사용

할 때는 24시간 동안 150~250 g의 적은 힘을 적용

할 수 있다. 힘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이 정형효

과에 최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Kircelli는 상악 미니플레이트와 face mask를 사

치료전 ― 
치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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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orbitale가 평균 3.3 mm 전방이동 했다고 

보고하였다8).  

증례 2의 치료 전후 중첩에서 코와 주변 조직 전체

가 전상방으로 이동한 것은 고정원인 미니플레이트

가 nasomaxillary complex 전체에 힘을 전달한 결과

로 여겨진다(Figure 9). 전치와 구치부에서 face 

mask 착용 시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치아이동이 전

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상악골 견인이 입술과 혀의 

생리적 범위 내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하악각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안면 고경의 증가가 

우려되는 증례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상악골 견인이 필요한 환자에서 치아와 치조골의 

변화가 재발의 빈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상하

악에 미니플레이트를 식립하고 Ⅲ급 악간고무줄을 

사용하면 치아와 치조골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골정

형 효과는 극 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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