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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그림9-1] 치간이개와 돌출입술의 소아초진

[그림9-2] 소아교정 종료시 치아배열과 입술변화

닉을 사용하여 최단기간에 명확한 결과물을 내는 것에 더

다음 환자는 전치부 개방교합을 보이는 후기 혼합치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정교합을 악화시킨 환경과 원

기 환자입니다. 문진결과 과거에 손가락빨기 습관이 있

인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교합의 효율

었고 초진시는 심한 혀내밀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

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결과를 오래 안정적

다. SMI 5단계의 성장 peak 직전시기에 해당되고 영구치

으로 유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일본의

교환이 되지 않아 성장완료 후 포괄적 교정을 계획하고

Dr. Kondo의 저서 중 ‘Muscle Wins’라는 제목의 책이

Nance holding arch만 상악에 장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 싸우면 결국 근육이 이긴다는 명언

습관에 의한 개방교합이 심화되지 않도록 follow up 기간

입니다. 근육과 기능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

동안 OMFT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장치없이 혀거상

한다면 유지와 재발이라는 교정치료의 난제들을 조금 더

훈련, 연하훈련, 입술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OMFT를

9개월 후 개방교합이 줄어들고 스스로 교합의 안정화를

통해서 교정치료가 치과의사 혼자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습관개선을 교정

환자와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환자에게 이해

전에 시행함으로써 포괄적 교정시 보다 좋은 결과와 안정

시킬 수 있다면 보다 더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교정치료

된 유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림10-1][그

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림10-2]
이번 OMFT 연재에 흔쾌히 기고해주신 미국의 Julie
Zickefoose 선생님과 일본의 Miho Imamura 선생님
그리고 메인 연재를 이끌어주신 김수환 선생님께 감사드
리며 항상 함께 연구하고 조언해 주시는 한국성장기치과
[그림9-3] 소아교정 7개월후 습관재발로 bite 얕아져 OMFT 훈련강화

교정연구회 주상환, 조형준 선생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과
[그림10-1] 초진시 손가락빨기, 혀내밀기에 의한 open bite

연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차봉근 회장님께
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성장기 치과교정의 발
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림9-4] 소아교정 2년후 영구치열기 교합안정과 입술의 변화

[그림10-2] 9개월간의 OMFT훈련만으로 교합관계의 안정화

만약 누군가가 당뇨병에 걸려 병원을 찾는다면 의사가
치료와 약 처방을 해주겠지만 그 보다 식습관개선과 생활
습관개선에 대한 설명을 잔뜩 듣고 오게 될 것입니다. 사
실 그 사람이 원래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
뇨병에 걸릴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인간이 건
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습관’은 어찌 보면
‘좋은 약’이나 ‘좋은 치료’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
[그림9-5] OMFT훈련으로 인한 입술형태의 변화

지만 우리가 교정치료를 계획할 때는 무언가 확실한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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