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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Quirós의 팁
(Tips by Dr. Quirós)

▶  적절한 크기의 Myobrace 장치를 선택하는 법 

(How to choose the appropriately-sized Myobrace appliance)

적절한 크기의 Myobrace 장치를 선택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인상용 트레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상

용 트레이를 어린이 구강내에 시적하여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면 대부분 사용될 장치의 크기와 일치한다.

▶  인공젖꼭지 사용을 중단시키는 방법 

(How to stop the use of the pacifier or dummy)

Infant Trainer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인공젖꼭지 사용을 대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수면 시에 여

전히 인공젖꼭지를 사용하는 만 2~3세의 어린이들에게 Infant Trainer의 전하방부를 칼로 잘라내고 수면 시 

또는 어린이가 인공젖꼭지를 사용하는 시간에 장치를 사용하게 한다. 이는 인공젖꼭지와 같이 어린이를 진정시

키는 효과를 주면서 동시에 어린이의 혀 자세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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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순구개열 어린이의 치열궁 발육 촉진시키기 

(Stimulating the development of the dental arch in children with cleft 

lip and palate)

Infant Trainer 또는 Myobrace Junior 장치가 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Cleft 폐쇄 수술을 받은 어린

이들에게서 비강과 구강의 개통을 예방하고 치열궁의 적절한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 러버댐을 잘라서 장치의 윗

부분에 봉합한다. 러버댐 추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Myobrace 장치의 안면근육에 대한 노화 방지 효과 

(Anti-aging effect of Myobrace appliances in facial muscles)

Trainer 및 Myobrace 장치는 근육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구강주위근육의 운동을 통해 근육 긴장도를 

개선한다. 이러한 자극이 근육 긴장도를 증가시키고, 일부 환자에서 발생하는 저긴장(hypotonia)을 개선한다. 

다음 예시에서, 큰광대근(대관골근, major zygomatic muscle)과 작은광대근(소관골근, minor zygomatic 

muscle)의 자극이 이들의 힘과 긴장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큰광대근은 협부에 위치한 안면근육이며, 사선 

방향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을 가진다. 큰광대근은 관골의 측두돌기에서 기시하여 구륜근의 측방부에 정지한

다. 이 근육은 구각부를 거상시키고 내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작은광대근은 협부에 위치한 작은 리본 모양의 

근육이다. 이 근육은 관골에서 기시하여 윗입술의 피부에 정지한다. 그리고 윗입술의 중간 부위를 거상시키고 

내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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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환자에서 Myobrace 장치 착용 후 비순구가 얕아지고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골근은 비순구 또는 뺨과 입술 사이 주름의 형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선이 두드러질수록 더 늙어 보

인다. Myobrace 장치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양측 근육의 긴장도가 개선되어 주름의 깊

이가 감소하고, 안모는 더 젊어 보일 수 있다. 위 사진에서 심한 총생이 없는 환자에서 6개월간의 Myobrace 

A1 장치 사용 후에 주름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하 시 혀 자세와 구순폐쇄를 위한 구순압의 변

화가 나타났고, 부가적인 효과로 환자의 안모가 젊어졌다. 이는 Myobrace 장치 사용으로 다시 젊어 보이게 된

(rejuvenation) 많은 증례 중 하나이다.

장치 사용 전. 장치 사용 후.

▶  QR Biofunctional System의 NiTi 호선 상 stop의 확장 효과 

(Expansive effect of stops in thermal NiTi archwires in the QR 

Biofunctional System) 

제2대구치에 호선 stop을 위치시켜 악궁이 과확장(over-expanded)되게 둠으로써, 호선을 확장하기 위한 

모멘트가 발생될 것이고 대구치를 후방 이동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호선 교체 시기에 대한 계획(time 

protocol)을 정하는 이유는 생리학적 보상에 의한 치조골 바깥쪽 골형성과 관계가 있다. 만약 치아의 이동이 

신체가 변화를 상쇄할 수 있는 생리학적 이동으로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iatrogenic) 치아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피질골 재형성은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에 다른 굵기의 호선으로 교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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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치 관계의 조기 개선(Canine key correction in early stage)

일반적으로 NiTi 호선에 악궁 간 고무줄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치아의 의도치 않은 경사를 만

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치 관계가 교두정끼리 닿아 있거나(end-to-end), 경도의 Class Ⅱ 관계인 

경우에서, 대구치의 근심측에 stop을 설치하고 NiTi 호선을 약간 과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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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i 호선은 기계적으로 치열궁을 약간 확

장시키려 할 것이고, 대부분은 절치가 순측

으로 이동함으로써 확장이 이루어진다. QR 

시스템 중 이 단계에서 매우 약한 Class Ⅱ 

고무줄(5/16″)을 사용한다. 이는 하악궁에서

는 시상면 방향으로 더 많은 확장을 일어나

게 하는 반면, 상악궁에서는 견치 위치가 유

지된다. 따라서 근심치열의 확장은 최소화되

고 원심치열은 유지되어 Class Ⅱ 관계가 개

선될 수 있다.

▶  전치부의 치간이개 폐쇄

(Diastema closure in 

anterior teeth)

치간이개의 폐쇄가 체인형 고무줄로 이뤄

질 때 치아의 의도치 않은 경사가 일어날 수 

있다. 치간이개량이 클수록 경사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러한 경사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힘의 벡터와 치아의 저항중심에 의해 

나타나는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개의 접착용 버튼을 최대한 치은측으로 접착하고, 치간이

개 폐쇄를 위한 체인형 고무줄을 적용한다. QR 브라켓의 바깥쪽 wing에 금속 결찰을 시행하여 마찰을 감소

시키고 폐쇄를 촉진한다.

▶  개별적인 회전의 개선

(Correction of individual 

rotations)

개별적인 약간의 회전을 개선하기 위해, 

016″ NiTi 호선을 결찰 기구로 누르면서 브라

켓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며, 매듭이 치아가 

회전될 방향에 오도록 브라켓의 안쪽 wing

에 금속 결찰선으로 결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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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켓 접착 전 산 부식 

(Acid etching before 

bonding)

브라켓을 접착할 부위에 최소한의 양으로 

산 부식을 시행한다. 과도한 양의 산 부식은 

재료의 낭비를 부르는 불필요한 일이다.

▶  브라켓 접착 개선 

(Improving brackets adhesion)

브라켓을 접착할 때 격자의 중앙 부분을 덮

을 정도만큼의 소량의 접착제만 사용하는 것

이 좋다. 브라켓을 위치시킬 때는 치아에 견

고하게 압착한다. 접착제의 층을 얇게 하는 

것이 두껍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고정을 얻

을 수 있다. 접착제층이 두꺼워지면 계면이 쉽

게 파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브라켓 주위의 갈색 반점  

예방하기(Preventing brown 

spots around the bracket)

브라켓을 위치시키고 광중합하기 전에 탐침

을 이용하여 브라켓 주위의 과도한 접착제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브라켓 주위의 레

진 변색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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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선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불편감을 예방하기 

(Preventing the archwires 

from sliding and causing 

discomfort)

두 치아 사이의 호선 상에 금속 stop을 위치

시킬 수 있다. 위치는 브라켓 간 거리가 가장 

짧은 부위가 선호된다. 이를 통해, 미끄러져 

나온 호선의 끝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강

점막의 쓰라림(soreness)을 예방할 수 있다.

▶  이상적인 유지장치

(Perfectionist retainers)

근기능장치를 유지장치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치아를 제 위치에 유

지하는 것뿐 아니라, 재발의 90% 이상을 일

으키는 불량한 근육력과 호흡 패턴을 계속해

서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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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er 및 Myobrace 시스템의 임상 증례
(Clinical Cases of Trainer and Myobrace Systems)

의료에 있어서는 근거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전 세계로부터 수집한 증거 샘플이 있다.

Oscar Quirós A.

중간 진료 약속, 2010년 2월.

증례 4323―Oscar Quirós A., Jelsyka Quirós, Oscar Quirós C.  

(베네수엘라) 

T4K Trainer 치료 시작,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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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Biofunctinal System을 이용한 마무리 단계.

중간 진료 약속, 2010년 11월.

T4K 2단계 치료 시작,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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