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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Bonded RPE를 이용한  

상악골 전방견인의 효과 

 

연세 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서 상악골 열성장으로 인한 골격성 제III급 부정교합

으로 진단되어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와 Banded RPE 또는 Bonded RPE로 치료받

은 경험이 있는 환자 43명과 이들 중 1년 후 관찰이 가능했던 34명을 상으로 

하여,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 치료직전과 상악골 전방 견인 장치 사용으로 반 교

합의 개선이 완료된 직후, 보정 후 등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촬영한 측모두부방

사선 계측사진을 비교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onded RPE를 이용한 상악골 전방 견인 시 치료전 후를 비교한 결과 29

개 계측항목 중 하악구치의 수평적 위치와 Palatal plane angle를 제외하

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Bonded RPE를 이용하여 상악골을 전방견인 하여 반 교합이 개선된 후

와 장치 제거 1년 후를 비교한 결과 Wits, SNA값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

가 있었다. 

 

3. 상악골 전방 견인 효과의 비교 시 Bonded RPE군과 Banded RPE군간에 

상악구치부 전방이동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핵심 되는 말 :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 , Bonded RPE , Banded RPE , 

Face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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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ed RPE를 이용한 상악골  

전방견인의 효과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지도 유 형 석 부교수) 

 

이 순 기 

 

I. 서론 

 

혼합치열기와 후기 유치열기에 있어서 진단 및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부정교합 

중의 하나가 제III급 부정교합이다. 치아와 치조골에 국한된 또는 기능적인 이상으

로 야기된 가성인 경우에는 조기치료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골격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치료가 쉽지 않으며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부정교합으로 알려져 있

다.  

골격성 제III급 부정교합은 ① 상악열성장 ② 하악과성장 ③ 상악열성장과 하악

과성장이 복합된 경우의 3 가지로 나누어진다. (Graber, 1966 ; Dellinger, 1973) 

하악 과성장형의 경우 1960년  이전부터 이모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려 하였으

나, Sugawara 등(1997)은 이모장치 치료의 장기간 안정성에 한 의문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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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상악골 열성장의 경우 1970년 후반 Delaire와 그의 연구진 들은 어

린 나이에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Face mask)를 착용할 경우 상악을 전방 이동시

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Verdon, 1982) 이 연구결과 상악의 전방이동은 8

세 이전에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청소년기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Baccetti, 

1998)  

한국에서는 제III급 부정교합의 발생률도 높고, 특히 상악 열성장인 경우도 많다. 

(백형선, 1995 ; 김형돈, 2000) 상악 열성장의 경우 하악골 후방유도가 가능하면

FR-III 등의 치료법도 있지만, Delaire type Face mask에 의한 치료가 가장 폭넓

게 적용가능하며, 짧은 치료기간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James , 

1996)  

상악 열성장의 치료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에 해서는 Proffit(1992)은 8세 이후 

상악골 주위 봉합이 중등도 이상 폐쇄되면 치료 효과는 주로 상악골의 전방이동 

보다는 상악 치아의 이동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백(1998, 2002)은 제III급 부정교

합 아동을 7,8세의 유년기와 12-13세의 청소년기로 나누어 상악전방이동을 비교

한 결과 상악골 전방 이동률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나이에 따른 치료효과의 차이

는 없다고 하였다. 또 Sarnäs(1987)는 상악골 전방견인이 골격 유형, 나이, 치료

기간과 관계없다고 하였다. 

 Face mask를 장착하기 위한 구강 내 장치로는 Labio-lingual appliance(La-Li), 

Banded RPE(Rapid palatal expansion appliance), Bonded RPE등이 있으며 최근

에 들어서는 Skeletal anchorage system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장치들이 시도되

고 있다. 상악골 전방 견인 시 La-Li와 RPE의 차이에 해서는 백(1995)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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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가 있으며, RPE로 상악골의 midpalatal suture를 open시킨 후 견인하는 것

이 효과가 좋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Nanda, 1980 ; Turley, 1988) 

Delaire type Face mask의 구내 장치로서 Banded RPE와 La-Li appliance가 오

랫동안 널리 쓰여온 데 반해 Bonded RPE는 Howe(1982), Spolyar(1984), 

Sarver & Johnston(1989)의 논문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지만,  Banded RPE에 비

해 많이 쓰여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Bonded RPE의 임상적 우수성을 제안하는 

논문들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 Brust(1992)는 구치부에 장치를 접착하는 

Bonded RPE의 경우 장치의 견고한 프레임 때문에 상악골 확장시 치아의 경사이

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하였고, Spillane(1990)은 Bonded RPE로 시행한 

확 가 안정적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Nanda(1999)의 연구에 의하면 

Bonded RPE와 Banded RPE의 치료결과를 장기간 비교하여보았을 때, 두 장치간

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상악골 전방견인장치의 구내

장치로서의 Banded RPE, Bonded RPE가 아닌 장치 단독의 상악골 확  효과를 

본 것이다.  

이에 저자는 제III급 부정교합치료시 많이 쓰이는 Delaire type face mask의 구

내 장치로서의 Bonded RPE의 효과를 보고자 선학들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Bonded RPE로 치료한 아동들을 치료전, 반 교합 개선 후, 보정 1년 후 측모두

부방사선 계측사진을 분석하여 Banded RPE군, 조군과 비교하여 임상적 효과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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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연세 학교 치과 학병원에 내원한 골격성 제III급 부정교합 환자들 중, 상악 열성

장으로 진단되어 상악골 전방견인 장치를 사용하여 치료한 10세 전후의 아동을 

상으로 하였다. Bonded RPE군은 23명이었고(남자10명, 여자13명) , Banded 

RPE군은 20명이었다.(남자7명 , 여자 13명) Bonded RPE군 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 사이였으며, 평균 연령은 10세 9개월이었다. Banded RPE군 연령은 만 7세

에서 12세 사이였으며, 평균 연령은 9세 7개월이었다. 평균치료기간은 Bonded 

RPE군이 8.91개월 이었고, Banded RPE군이 7.01개월로 비슷하였다. Bonded 

RPE, Banded RPE 양 군에서 치료후 1년 후까지 관찰이 가능했던 군을 각각의 

보정군으로 삼았으며, 보정기간은 Bonded RPE 보정군이 13개월 내외였고, 

Banded RPE군은 37개월 내외였다. (Table 1) 

 

Table 1.  Summary of Banded RPE group and Bonded RPE group 

 Banded RPE group Bonded RPE group 

sex ratio M : 7 , F: 13 M: 13, F : 10 

mean age at treatment start 9y 7m 10y 9m 

treatment period(month) 7.01m 8.91m 

retention period(month) 37.3m 1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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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Bonded RPE는 Hyrax screw에 occlusal bite block이 붙어 있는 형태를 사용하

였다. Bonded RPE는 구강 내에 resin에 의해 접착되었으며, 접착 전 교합조정을 

하여 하악 구치부의 모든 치아가 occlusal bite block에 균등하게 닿을 수 있게 하

였다. Bonded RPE 장착 후 Hyrax screw는 하루에 1회 돌렸으며 전치부 

diastema가 생긴 후 전치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찍어 midpalatal suture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상악골 전방 견인 장치를 장착하였다. Banded RPE 역시 Hyrax 

type을 사용하였고, 장착 후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전방견인 장치로는 Delaire 

type의 Face mask를 사용 하였다. 견인은 상악 유견치 혹은 견치 부위에서 시행

하였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장착하게 하였다. 견인력은 편측당 300-500gm 정도

의 힘을 교합면 15° 하방으로 주었다. 각 상자들은 전치부의 반 교합이 개선된 

후 측모두부방사선 규격사진을 찍어 상악골의 충분한 전방이동이 확인된 후 전방

견인 장치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3) 측모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의 촬영과 계측 

Bonded RPE를 사용하기 전과 전치부 반 교합 개선 후, 장치제거 약 1년 후 측

모두부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를 사용하기 전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은 Epson1680 pro 스캐너를 이용하

여 스캔 하였고, PACS 시행 후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은 PACS상의 사진을 변환시

켜 확 율을 확인한 후 V-ceph 4.0 software를 통해서 digitiz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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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rpus Left : Left point of  

tangent of Inferior border  

of Corpus   

10. Ar(Articulare)                    

11. Max6(상악 제1 구치) 

12. Max1(상악 중절치) 

13. Mand6(하악 제1 구치) 

14. Mand1(하악 중절치) 

계측점 (Figure 1) 

1. S(sella)         

2. N(Nasion)           

3. A(Subapinale) 

4. B(suprametale)  

5. Pog(Pogonion) 

6. Me(Menton) 

7. ANS(anterior nasal spine)                

8. PNS(posterior nasal spine)               

 

 

 

 

 

 

 

 

 

 

 

 

Figure1.  Measurements and X axis Y axis 

 

-계측을 위한 기준선 X, Y 축의 설정 

X 축은 SN plane에 해 Sella에서 상방으로 7도 올린 수평선으로 하였으며, Y축

은 Sella에서 X 축에 수직인 선으로 하였다. (Figure 1) (김경호, 1998 ; 김경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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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항목과 측정 

X, Y 축에서 ANS, A, PNS, B, Pog, Me, Max 1, Max 6, Mand 1, Mand 6까지의 

수평 및 수직거리의 절 값 20개 항목과 PNS-ANS길이(Maxillary length), 

Corpus left-Me길이(Mandibular body length), Wits 값을 계측 하였고, X 축과 

Palatal plane(PP), Mandibular plane(MP)이 이루는 각도와 SNA , SNB , ANB, 

facial convexity의 각을 측정하였다. (Figure 2, Figure 3) 

Palatal plane angle 과 Mandibular plane angle이 X축과 이루는 각도는 Figure 4

에서처럼 시계방향을 (+), 반시계방향을 (-)로 하였다. 

 

 

 

 

 

 

 

 

 

 

 

 

Figure 2.  Vertical measurements 



 

- ８ - 

 

 

 

 

 

 

 

 

 

 

Figure 3.  Horizontal measurements 

 

 

 

 

 

 

 

 

 

 

Figure 4.  Angl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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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AS 8.02 program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유의수준은 95%, 

99%로 하였다.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경우 유의수준 95%는 *, 99%는 **로 표시

하였다. 

① 계측오차검증 

측모두부방사선 계측사진 117장 중 무작위로 30장을 뽑아서 2주간의 간격을 두

고 동일인에 의해 2번 Digitizing하였다. 첫 번째 측정한 값(D1)과 두 번째 측정한 

값(D2)을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 test를 시행하였다. (Houston, 1983) 

② 장치 사용 전 비교 

-Bonded RPE군과 Banded RPE군의 각 상자들에서 모든 계측항목들의 기술통

계량을 구하였다. 

③ Bonded RPE를 이용한 전방견인 효과 검증(T2-T1) 

④ Bonded RPE의 T3-T2, T3-T1의 비교 

-T1 : 치료전 , T2 : 반 교합 개선 후 , T3 : 보정 후 

-Bonded RPE의 T1, T2, T3의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T2-T1 , T3-T2 , T3-T1을 

각각 paired t test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정규분포인지 알기 위해 단

일표본 Kolmogorov-Smirnov test를 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항목에 

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하였다. 

⑤ 조군 성장량과의 비교 

-Baik(2004) 의 논문의 조군과 Bonded RPE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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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onded RPE군과 Banded RPE군의 비교   

-치료 전후(T2-T1)와 보정 후와 치료전(T3-T1)에서 각각의 기술통계량을 구하

고 각 항목에 해서 t test를 하였다 

 

 T2-T1, T3-T2 비교 시 X-B, X-Pog, X-Me, X-Mand1, X-Mand6, Y-B, Y-

Pog, Y-Me, Y-Mand1, Y-Mand6, Wits, Mandibular plane 각도, SNB, ANB, 

Facial convexity와 같이 하악골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 계측항목은 비교 상에

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반  교합 개선 후(T2)시점에서 측모두부방사선계측사

진을 찍을 때 Bonded RPE의 경우 장치를 장착하고 찍기 때문에 Bonded RPE의 

occlusal bite block에 의한 인위적인 하악의 하후방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Figure 5) 

 

 

 

 

 

 

 

 

 

Figure 5.  Bonded RPE T2 phase Cepha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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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① 계측오차검증 

두 번째 측정한 값(D2)에서 첫 번째 측정한 값(D1)을 뺀 후 절 값을 취하여 두 

측정간의 차이를 보았다. X, Y축을 기준으로 한 수평수직측정에서는 최  차이가 

7mm이하였고, 각도 측정에서는 5° 미만이었다. Wits값은 최  차이가 11.06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Y-Mand6 와 Mandibular body length

가 각각 95%,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계측 항목

은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Table 2) 

 

② 장치 사용 전 비교 

Banded RPE군과 Bonded RPE군의 각 상자들에서 모든 계측항목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SNA는 각각 78.73°, 77.75°, SNB는 79.53°, 79.26°, Facial 

convexity는 -2.50°, -3.50° 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Wits값은 -8.92, -7.97 

였으며 상악골의 장경은 46.41mm, 47.75mm고 하악골의 장경은 61.70mm, 

63.04mm로써 전반적으로 상악골이 열성장인 제III급 부정교합 양상을 나타내었다. 

두 군간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시행하였는데 수직항목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차가 검증되지 않아 두 군이 어느 정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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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rror test 

  lD2-D1l 중 최 값 p-value Sig. 

Horizontal(mm)    

ANS 4.89  0.1211  ns 

A 4.37  0.9482  ns 

PNS 5.13  0.8871  ns 

B 5.84  0.2495  ns 

Pog 6.31  0.2161  ns 

Me 6.75  0.1987  ns 

Max1 5.88  0.4055  ns 

Max6 3.61  0.2161  ns 

Mand1 4.71  0.5312  ns 

Mand6 5.13  0.0225  * 

Vertical(mm)    

ANS 4.45  0.7850  ns 

A 5.92  0.0886  ns 

PNS 3.45  0.1025  ns 

B 4.90  0.1155  ns 

Pog 4.38  0.1588  ns 

Me 4.94  0.9431  ns 

Max1 5.02  0.6724  ns 

Max6 4.18  0.2107  ns 

Mand1 3.75  0.2271  ns 

Mand6 4.14  0.5968  ns 

Others    

Mx.L(Mx. length) 4.25  0.1162  ns 

Mn.L(Mn. Body length) 4.50  0.0005  ** 

Wits 11.06  0.0928  ns 

MP(Mn.plane to X angle) 4.98  0.5183  ns 

PP(palatal plane to X angle) 4.26  0.0779  ns 

SNA 4.28  0.5528  ns 

SNB 3.68  0.1558  ns 

ANB 3.95  0.3699  ns 

F.Con.(facial convexity) 7.79  0.2139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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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itial cephalometric values and t-test 

 Banded RPEgroup Bonded RPE group t-test 

 T1 Mean S.D T1 Mean S.D sig. 

Horizontal(mm)      

ANS 65.51 3.92 65.64 6.07 ns 

A 60.91 3.14 61.19 5.39 ns 

PNS 17.89 1.81 19.33 3.10 ns 

B 59.82 5.90 59.58 6.67 ns 

Pog 59.14 6.41 59.29 7.17 ns 

Me 52.38 7.03 52.07 7.35 ns 

Max1 63.40 4.61 63.96 5.31 ns 

Max6 33.76 4.03 32.45 4.28 ns 

Mand1 65.56 4.38 65.74 6.06 ns 

Mand6 38.58 5.08 35.25 4.90 ns 

Vertical(mm)      

ANS 45.22 2.90 41.69 2.95 ** 

A 50.98 3.86 47.35 3.46 ** 

PNS 42.18 3.84 39.73 3.67 ns 

B 90.24 7.44 86.96 6.03 ns 

Pog 101.50 7.21 96.20 5.96 * 

Me 108.05 7.03 102.21 6.47 * 

Max1 72.49 5.24 66.86 5.11 ** 

Max6 63.92 5.87 59.20 4.62 * 

Mand1 70.29 6.10 66.47 4.14 * 

Mand6 66.51 5.16 61.33 4.42 ** 

Others      

Mx.L 47.75 3.22 46.41 4.06 ns 

Mn.L 63.04 3.60 61.70 5.24 ns 

Wits -7.97 3.22 -8.92 3.07 ns 

MP 29.34 5.86 28.27 5.36 ns 

PP  3.68 2.13  2.49 2.88 ns 

SNA 77.75 2.84 78.73 2.87 ns 

SNB 79.26 3.55 79.53 2.78 ns 

ANB  -1.52 2.96 -0.80 1.55 ns 

F.Con. -3.50 6.87 -2.05 3.4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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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onded RPE를 이용한 전방견인의 효과(T2-T1의 비교) 

정규성 검증결과 X-Max6(T1)가 95% 신뢰구간에서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X-Max6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시행하였다. 다른 계

측항목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paired t test를 시행하였다. Wilcoxon Signed-

rank test결과 X-Max6는 99%신뢰구간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paired t-test를 시

행한 결과 Palatal plane의 각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Mn body length 값은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항목들은 

99%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4, 5) 

 

④ Bonded RPE의 T3-T2와 T3-T1의 비교 

상악골 전방견인 직후와 약 1년간 관찰이 가능했던 14명에 계측항목들에 해 반

교합 개선 후(T2)와 보정 후(T3)의 paired t test를 시행하였다. X-ANS, X-

Max6항목이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였으며 X-PNS, X-Max1, Y-

Max1, Y-Max6, SNA값들이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였다. 

하악골의 변화도 보기 위해서 T3와 T1을 비교한 결과 수평계측항목에서 Y-B, 

Y-Pog, Y-Me, Y-Mand1과 기타항목에서 Mandibular plane 각도, SNB값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나머지 항목들은 99%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치료전 후 하악골의 수평적인 위치는 변화가 없었으나, 상

악골은 수평적으로 전방변위 되었고, 수직적으로는 상하악골과 치아 모두 하방변

위 되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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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1, T2, T3 phase cephalometric 

 values with Bonded RPE 

 

 T1 S.D T2 S.D T3 S.D 

Horizontal(mm)       

ANS 65.64 6.07 68.98 5.43 69.12 6.07 

A 61.19 5.39 64.34 5.11 64.64 5.31 

PNS 19.33 3.10 20.25 3.19 19.75 3.14 

B 59.58 6.67 56.31 6.46 60.08 7.41 

Pog 59.29 7.17 55.42 6.96 59.51 8.27 

Me 52.07 7.35 47.98 7.32 52.29 8.40 

Max1 63.96 5.31 68.41 5.27 69.71 6.01 

Max6 32.45 4.28 36.10 5.08 36.25 5.31 

Mand1 65.74 6.06 63.98 5.55 66.46 6.31 

Mand6 35.25 4.90 34.34 5.10 36.88 5.23 

Vertical(mm)       

ANS 41.69 2.95 43.77 2.66 44.37 2.56 

A 47.35 3.46 50.00 2.60 50.28 2.41 

PNS 39.73 3.67 42.32 3.20 42.71 3.39 

B 86.96 6.03 92.94 4.01 91.84 3.50 

Pog 96.20 5.96 103.34 4.32 103.01 3.93 

Me 102.21 6.47 109.10 4.56 108.94 4.15 

Max1 66.86 5.11 71.33 3.53 71.76 3.06 

Max6 59.20 4.62 63.24 3.12 63.77 3.52 

Mand1 66.47 4.14 71.51 2.42 70.20 2.79 

Mand6 61.33 4.42 65.70 3.42 65.52 3.48 

Others       

Mx.L 46.41 4.06 48.82 3.46 49.51 3.85 

Mn.L 61.70 5.24 63.72 4.28 64.69 4.36 

Wits -8.92 3.07 -7.00 3.36 -6.10 4.39 

MP 28.27 5.36 31.55 5.39 29.20 5.93 

PP 2.49 2.88 1.80 3.10 2.05 3.85 

SNA 78.73 2.87 80.39 3.14 79.70 3.38 

SNB 79.53 2.78 76.92 2.76 78.49 3.18 

ANB  -0.80 1.55 3.47 1.97 1.21 1.28 

F.Con. -2.05 3.40 6.94 3.90 2.1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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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and significance of T2-T1 , T3-T2, T3-T1  

with Bonded RPE 

 

 T2-T1 S.D sig. T3-T2 S.D sig. T3-T1 S.D sig. 

Horizontal(mm          

ANS  3.34 3.72 **  0.66 1.34 ns  2.55 1.98 ** 

A  3.15 2.89 **  0.70 1.07 *  2.69 1.08 ** 

PNS  0.93 2.13 **  0.21 1.22 ns  0.67 1.33 ns 

B -3.27 3.26 **  3.77 3.06 ** -0.26 2.62 ns 

Pog -3.86 3.30 **  4.10 3.14 ** -0.47 3.13 ns 

Me -4.09 3.87 **  4.62 3.38 ** -0.28 3.24 ns 

Max1  4.45 3.66 **  1.73 2.27 *  5.11 1.64 ** 

Max6  3.65 3.00 **  1.17 1.81 *  4.15 2.07 ** 

Mand1 -1.76 3.14 *  2.98 2.04 **  0.09 2.76 ns 

Mand6 -0.91 2.48 ns  3.36 2.17 **  2.01 2.33 ** 

Vertical(mm)          

ANS  2.09 2.46 **  1.14 0.88 **  2.25 1.14 ** 

A  2.65 2.92 **  0.81 1.59 ns  2.53 1.49 ** 

PNS  2.59 2.31 **  1.20 1.56 *  2.61 1.82 ** 

B  5.98 4.53 ** -0.74 2.81 ns  4.12 3.29 ** 

Pog  7.14 4.58 **  0.52 2.17 ns  5.84 2.48 ** 

Me  6.89 4.91 **  0.91 2.02 ns  5.60 2.75 ** 

Max1  4.47 3.39 **  1.10 1.51 *  4.03 2.02 ** 

Max6  4.04 2.93 **  1.30 1.56 **  3.97 1.75 ** 

Mand1  5.04 3.68 ** -0.83 1.94 ns  2.85 2.33 ** 

Mand6  4.37 2.77 **  0.53 1.78 ns  3.56 1.76 ** 

Others          

Mx.L  2.41 2.88 **  0.49 1.12 ns  1.89 1.93 ** 

Mn.L  2.01 3.45 *  1.01 2.38 ns  1.83 2.68 * 

Wits  1.92 3.84 *  0.31 5.19 ns  2.99 4.53 * 

MP  3.28 2.08 ** -2.21 2.20 *  1.05 2.01 ns 

PP -0.69 2.46 ns -0.05 1.63 ns -0.51 1.74 ns 

SNA  1.65 1.51 ** -0.07 1.11 *  1.57 1.17 ** 

SNB -2.62 1.34 **  1.68 1.78 ** -0.69 1.74 ns 

ANB   4.28 1.64 ** -1.76 1.91 **  2.26 1.12 ns 

F.Con.  8.99 3.23 ** -3.78 3.48 **  4.76 2.57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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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Bonded RPE군의 전방견인효과와 조군 성장량과의 비교 

Bonded RPE군을 Baik(2004) 등의 논문의 조군 성장량과 비교하였다. Baik의 

조군은 평균연령은 8.2세±1.1년의 20명(남자10명, 여자10명)아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찰 기간의 평균은 1.5년±0.6년으로 Bonded RPE의 보정기간을 포함한 

평균치료기간(T3-T1)인 1.69±0.8년과 유사하였다.  

Baik의 조군은 다음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경미하거나 가성 제III급 부정교합  

② 안모비 칭이 없음(치아정중선이 3mm이상 차이 나지 않음)  

③ 유치열기나 혼합치열기  

④ cleft lip or palate가 없고 다른 전신질환도 없음 

수직계측항목에서 Bonded RPE군의 변화량이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A-point, 

ANS, PNS, 상악구치의 변화량은 조군보다 2배 이상 컸다.  

즉, Bonded RPE군에서 상악골의 하방이동량이 더 컸다. 수평계측항목에서 PNS, 

B-point, 하악전치와 구치의 값들은 조군 성장량보다 오히려 작았고, 나머지 항

목들은 1.5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즉, Bonded RPE군에서 상악골은 조군보다 

전방으로 이동된 반면, 하악골의 변화량은 오히려 조군보다 적었다. 기타항목에

서는 하악골의 길이의 변화가 조군 성장량에서는 4.60mm인 반면 Bonded RPE

군에서는 1.83mm에 불과하였다. Palatal plane 각도의 값은 Bonded RPE군에서 

보다 (-)값을 보여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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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maxillary protraction between Bonded RPE group and  

control group 

 

 Control group Bonded RPE group 

 ΔT S.D ΔT S.D 

Horizontal(mm

) 
    

ANS  1.0 1.1  2.5 2.0 

A  0.9 2.1  2.7 1.1 

PNS  0.5 2.5  0.7 1.3 

B  1.7 3.5 -0.3 2.6 

Max1  2.9 3.3  5.1 1.6 

Max6  1.6 3.1  4.1 2.1 

Mand1  2.4 3.0  0.1 2.8 

Mand6  2.4 4.1  2.0 2.3 

Vertical(mm)     

ANS  1.2 1.4  2.3 1.1 

A  1.7 2.2  2.5 1.5 

PNS  1.6 1.8  2.6 1.8 

B  2.9 3.2  4.1 3.3 

Max1  2.8 2.4  4.0 2.0 

Max6  2.8 2.3  4.0 1.8 

Mand1  2.8 3.3  2.9 2.3 

Mand6  2.9 1.6  3.6 1.8 

Mx.L  1.6 2.7  1.9 1.9 

Mn.L  4.6 3.7  1.8 2.7 

Others     

Wits -0.3 2.6  3.0 4.5 

MP -0.5 3.4  1.0 2.0 

PP -0.1 1.8 -0.5 1.7 

SNA  0.1 1.9  1.6 1.2 

SNB  0.5 1.9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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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B -0.4 1.2  2.3 1.1 

Table 7. Comparison of changes and significance between Banded RPE group  

and Bonded RPE group at T2-T1 phase  

 

 Banded RPE Bonded RPE   

 T2-T1 S.D T2-T1 S.D p-value Sig. 

Horizontal       

ANS   1.75 2.65  3.34 3.72 0.1717 ns 

A   2.68 2.32  3.15 2.89 0.6089 ns 

PNS   1.12 2.30  0.93 2.13 0.7948 ns 

Max1   4.36 3.95  4.45 3.66 0.9427 ns 

Max6   4.74 3.41  3.65 3.00 0.3186 ns 

Vertical       

ANS   0.90 1.98  2.09 2.46 0.1360 ns 

A   0.62 1.98  2.65 2.92 0.0277 * 

PNS   2.33 1.05  2.59 2.31 0.6447 ns 

Max1   1.37 2.50  4.47 3.39 0.0056 ** 

Max6   3.61 2.24  4.04 2.93 0.6437 ns 

Others       

Mx.L  0.60 2.25  2.41 2.88 0.0523 ns 

Mn.L  1.34 2.02  2.01 3.45 0.4579 ns 

PP -1.80 2.33 -0.69 2.46 0.1852 ns 

SNA  1.97 1.36  1.65 1.51 0.530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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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changes and significance between Banded RPE, 

Bonded RPE and control group at ΔT (T3-T1)  

 

  Banded RPE Bonded RPE     Control group 

 ΔT S.D ΔT S.D p-value   ΔT S.D 

Horizontal(mm         

ANS 2.72 2.88  2.55 1.98 0.8586 ns 1.0 1.1 

A 3.24 2.42  2.69 1.08 0.4508 ns 0.9 2.1 

PNS 1.28 1.75  0.67 1.33 0.3077 ns 0.5 2.5 

B 1.44 4.22 -0.26 2.62 0.2109 ns 1.7 3.5 

Pog 1.88 4.35 -0.47 3.13 0.1134 ns - - 

Me 1.45 4.77 -0.28 3.24 0.2711 ns - - 

Max1 8.12 4.85  5.11 1.64 0.0422 * 2.9 3.3 

Max6 6.92 3.91  4.15 2.07 0.0295 * 1.6 3.1 

Mand1 2.97 3.97  0.09 2.76 0.0348 * 2.4 3.0 

Mand6 3.90 3.91  2.01 2.33 0.1325 ns 2.4 4.1 

Vertical(mm)         

ANS 2.97 2.36 2.25 1.14 0.3193 ns 1.2 1.4 

A 3.93 2.03 2.53 1.49 0.0474 * 1.7 2.2 

PNS 4.49 2.02 2.61 1.82 0.0157 * 1.6 1.8 

B 7.50 4.27 4.12 3.29 0.0270 * 2.9 3.2 

Pog 9.69 4.24 5.84 2.48 0.0070 ** - - 

Me 9.90 4.63 5.60 2.75 0.0061 ** - - 

Max1 6.11 3.85 4.03 2.02 0.0885 ns 2.8 2.4 

Max6 7.68 3.89 3.97 1.75 0.0044 ** 2.8 2.3 

Mand1 6.51 3.41 2.85 2.33 0.0027 ** 2.8 3.3 

Mand6 7.01 3.61 3.56 1.76 0.0046 ** 2.9 1.6 

Others         

Mx.L  1.39 2.64  1.89 1.93 0.5752 ns  1.6 2.7 

Mn.L  4.59 3.30  1.83 2.68 0.0222 *  4.6 3.7 

Wits  3.16 3.45  2.99 4.53 0.9138 ns -0.3 2.6 

MP  1.45 2.66  1.05 2.01 0.6569 ns -0.5 3.4 

PP -1.88 2.11 -0.51 1.74 0.0730 ns -0.1 1.8 

SNA  2.23 1.97  1.57 1.17 0.2903 ns  0.1 1.9 

SNB  0.37 2.11 -0.69 1.74 0.1612 ns  0.5 1.9 

ANB   1.87 2.27  2.26 1.12 0.5700 ns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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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on.  3.69 4.50  4.76 2.57 0.4455 ns   

⑥ Banded RPE군과 Bonded RPE군의 비교 

1) 치료전 후 비교 (T2-T1) 

X-A, X-Max1 만이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두 항목모두 Bonded RPE군에서 더 

컸다. Bonded RPE군에서 A-point와 상악전치가 더 하방 변위 되었음을 나타낸다. 

(Table 7) 

2)보정 후와 치료전의 비교(T3-T1) 

수직적으로는 X-ANS, X-Max1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평적으로

는 Y-Max1, Y-Max6, Y-Mand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기타항목에서는 

Mandibular body length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Banded RPE

군의 변화량이 크게 나왔다. (Table 8) 

 

 

IV. 총괄 및 고찰 

 

 혼합치열기와 유치열기의 상악열성장을 보이는 제III급 부정교합 아동에서 

Delaire type face mask와 Banded RPE를 이용한 치료는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그 

효과에 해 입증한 논문도 많다. (구동준, 1994 ; 김태우, 1996 ; 이영지, 1998) 

Delaire type facemask의 구내장치로서 Banded RPE와 La-Li를 비교한 백에 의

하면 RPE에서 La-Li에 비해 A-point의 수직적인 위치변화와 ANS,A-point의 수

평적인 위치변화 및 SNA, ANB각에서 더 큰 변화량을 보였다. (Baik , 1995)   

백(1980)은 RPE만으로도 상악골과 인접한 9개의 봉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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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골이 전하방으로 이동된다고 하였고, Hata(1987), Itoh(1985)등은 상악골 전

방 견인 시 상악궁 전방 부위에 협착이 일어나 전방견인이 방해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백(1980)은 RPE가 Hata등이 지적한 상악골 전방 견인 시 일어나는 협착

을 막고, RPE 자체의 효과가 상악골을 전하방 이동시키기 때문에 RPE가 La-Li보

다 상악골 전방견인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백(1995)의 논문 중 치료전 후 La-Li

와 RPE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인 항목들을 본 논문과 비교해 보았다. (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Baik’s study and present study at T2-T1 phase 

 Baik Author 

 La-Li RPE Banded RPE Bonded RPE 

Horizontal     

ANS 1.07 2.03 1.75 3.34 

A 1.36 2.02 2.68 3.15 

Max6 1.50 2.30 4.74 3.65 

Vertical     

A 0.46 1.02 0.62 2.65 

Angle     

SNA 0.96 1.65 1.97 1.65 

ANB 1.66 2.46 - - 

Treatment period(month)   6.59 M   6.50 M 7.01 M 8.91 M 

Age(year)   9.45 Y 11.04 Y 9.70 Y 10.90 Y 

 

 

RPE에서 La-Li 보다 상악 구치의 전방이동량이 많았다. 이것은 RPE에서 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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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전방견인에 따른 치성 효과가 크다기 보다는 상악골 자체가 RPE에서 많이 전

방이동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Banded RPE와 Bonded RPE를 비교해보

면 Bonded RPE에서 상악골의 전방이동량이 많으나 상악구치의 전방이동량은 오

히려 적다. 즉, Banded RPE에 비해 Bonded RPE에서 상악골은 보다 전방 이동된 

데 비해 상악구치의 전방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Bonded RPE

의 resin bite block이 치열 간격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

로 상악5번 맹출 공간이 부족한 혼합치열기 아동에서 치열간 공간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Banded RPE보다는 Bonded RPE가 유용하리라고 사료된다. 

 수직적으로도 RPE가 La-Li에 비해 상악골의 하방이동량이 많듯이, Bonded RPE

도 Banded RPE보다 상악골 하방이동량이 많았다. 상악골 전방견인은 치열을 고

정원으로 삼아서 상악골을 전방으로 당기는 술식이므로 고정원이 강할수록 상악

골의 전하방 이동량이 많을 것이다. 고정원은 La-Li < Banded RPE < Bonded 

RPE 순으로 강할 것이므로, 상악골의 전방이동량도 이에 비례했을 것이라고 사료

된다. 비록 치료전 후 Banded RPE군과 Bonded RPE군간의 상악골 전방이동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군을 좀더 늘리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악골 전방 견인 시 Bonded RPE를 사용할 경우 두꺼운 Occlusal bite block 

때문에 상악 구치부의 extrusion억제 효과가 나타나, 하악골 하후방회전에 의한 

장안모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하였다. Altuna와 Woodside 

(1985)에 의하면 Occlusal bite block에 의해 상악구치부의 수직고경이 유지되거

나 Intrusion 된다고 하였고, bite block의 두께가 2mm를 넘는 경우 Occl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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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에 의한 수직력 뿐 아니라 수평력도 발생하여 상악골이 전방 이동된다고 하

였다. Sarver(1989), Asanza(1997)에 의하면 Bonded RPE에 의해 수직고경이 완

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절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Nanda(1999)는 에지와이즈 장

치에 의한 2차 치료기간까지 포함해서 두 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Bonded RPE군

과 Banded RPE군간의 차이는 1°, 1mm 미만이므로 임상적으로 의미 없다고 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상악골 전방견인이 배제된 연구결과들이었다. 

상악골 전방견인을 병행한 본 연구 결과, Bonded RPE에 의한 상악골이나 상악구

치의 Extrusion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Palatal plane 각도와 

Mandibular plane 각도를 보면 상악골은 Banded RPE군에서 조금 더 반시계방향

으로 회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하악골 역시 Banded RPE군에서 조금 더 하후방회

전 되었다. Nanda(199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지만 본 연구와 

Nanda의 연구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게 나왔다. Nanda는 수직적인 항목 비교 

시 길이항목보다는 각도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Bonded 

RPE의 수직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길이항목보다는 각도 계측 항목을 늘려 

계측 비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치료전 후를 비교해 볼 때 Bonded RPE군에서 

Banded RPE군보다 상악골 전방 견인량이 많았는데 Woodside(1985)가 지적한 

bite block의 효과가 가미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Bonded RPE는 

상악골 전방 견인 시 Banded RPE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료전과 후를 비교 시 Bonded RPE군에서 상악전치의 수직적 변화량이 큰 것

은 상악전치의 정출 때문으로 여겨진다. Banded RPE는 bite block을 쓰더라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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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는 부분의 환자들이 Bite block을 빼는데 반해 Bonded RPE는 그럴 수 없

으므로 상악전치가 보다 많이 정출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보정 후와 치료전을 비교해보면 수평적으로 ANS, A, PNS의 변화량이 거의 유사

하고 유의차도 없는데 비해 상악전치와 구치에서는 Banded RPE군이 보다 전방 

변위 되었다. 비록 Banded RPE군의 보정기간이 길고, 에지와이즈 장치에 의해 2

차 치료를 한 후라 에지와이즈 장치에 의한 치성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에지와

이즈 치료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상악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치료를 시행하

지는 않으므로 Banded RPE군에서 상악구치가 보다 전방 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런 변화는 비록 유의성 있게 나오진 않았지만 치료전 후 비교에서도 관찰된

다. 수직적으로는 Banded RPE군이 특히 하악에서 수직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났

으나 이것은 보정기간의 차이에 따른 정상성장량에 에지와이즈장치에 의한 치성

효과가 더해진 차이이므로 정확히 두 군을 비교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Bonded RPE군의 1.5년에 걸친 상악골의 변화를 비슷한 기간의 조군

과 비교해 보았다. 조군은 따로 구할 수가 없어서 Baik(2004)의 논문의 조군

을 인용하였다. 같은 기간의 조군(치료받지 않은 III급 부정교합 아동들)과 비교

해 본 결과, 상악골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성장량을 뛰어넘어 변위 되었다. 하악골

의 수평적 변화량은 조군의 성장량보다 적었고, 수직적 변화는 성장량보다 컸다. 

이것은 하악골이 하후방 회전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Bonded RPE를 써도 상하악

골의 수직성장을 조절 할 수는 없으나 하악골의 수평성장벡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신 등(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상악

골 전방견인 효과가 유지되지 못하고, 상악골 견인을 중단한 후에는 오히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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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량보다 상악성장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신 등의 연구는 3년간의 보정기간을 

관찰한 것이므로 본 논문보다 긴 보정기간 동안의 변화가 더 큰 재발 경향을 보

인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상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보정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비

교해석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Bonded RPE의 Bite Block의 두께

를 조절하여 그에 따른 상악골 견인 시 악골의 변화양상을 비교하거나, Bonded 

RPE의 더 오랜 보정기간 중 나타나는 악골과 치아의 변화에 한 연구가 더 이

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사료된다. 

 

V. 결론 

 

이 후향적 연구의 목적은 Delaire type face mask를 이용한 상악골 전방 견인 시 

구내장치로 사용되는 Bonded RPE(23명)의 치료효과를 보고, 이를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Banded RPE(20명)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전, 반 교합 개선 후, 

보정 후의 측모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을 찍어 비교하여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onded RPE를 이용한 상악골 전방 견인 시 치료전 후를 비교한 결과 29개 

계측항목 중 하악구치의 수평적 위치와 Palatal plane 각도를 제외하고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Bonded RPE를 이용하여 상악골을 전방견인 하여 반 교합이 개선된 후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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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거 1년 후를 비교한 결과 Wits, SNA값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다. 

 

3. 상악골 전방 견인 효과의 비교 시 Bonded RPE와 Banded RPE간에 상악구치

부 전방이동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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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요 약 

Abstract 

Comparison of  maxillary protraction effect  

with Banded and Bonded RPE appliance. 

 

Soon- Ki Rhe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Hyung-Seog Yu) 

 

The purpose of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treatment with Banded(n=20) and Bonded(n=23) RPE(Rapid Palatal Expansion) 

appliance.  

The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n=23) used a Bonded RPE 

appliance and the other group(n=20) used a Banded RPE appliance; both 

groups used Delaire type face masks as well. Cephalometric x-rays were 

taken before treatment, directly after correction of crossbite, and after one 

year(retention). The Cephalograms were digitized by V-ceph(Cephalogram 

analysis software) and compar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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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comparison of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with Bonded RPE 

applian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treatment;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horizontal position of lower 

molar and palatal plane angles.  

2. In comparison of post-treatment and retention, there was a slight tendency 

for relapse and decreased SNA value, etc. However, generally the maxillary 

protraction effect with Bonded RPE was well-maintained.  

3. In comparison of Bonded RPE and control group, the Bonded RPE group 

changed much more than the control group and over normal growth rate.  

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nded RPE and Bonded RPE in 

maxillary protraction except mesial movement of maxillary molars.  

    

 

 

 

 

 

 

 


	차 례
	감사의 글····························
	그림 및 표 차례···························
	국문요약······························
	I. 서론······························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방법·························
	(3) 측모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의 촬영과 계측·········
	(4) 통계분석··························

	III. 연구결과···························
	IV. 총괄 및 고찰·························
	V. 결론·····························

	참고 문헌···························
	영문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