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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국문 국문 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인인인공공공 피피피질질질골골골 두두두께께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다다다양양양한한한 교교교정정정용용용 mmmiiinnniii---ssscccrrreeewww의의의
역역역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교정 치료 결과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고정원을 확보하기 위
해서 최근에 교정용 mini-screw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교정용 mini-
screw의 역학적 특성이나 유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피질골의 두께를 다르게 설정한 인공골 시편에 피질골과의 접촉 부

위에 서로 다른 구조물을 가진 세 종류의 drill-free형태의 교정용 mini-screw
(TypeA;순수한 cylindrical형태,TypeB;내경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 부분적
인 cylindrical형태,TypeC;cylindrical형태와 taper형태가 함께 있는 복합형)
를 일정한 회전 속도와 수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
(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를 이용한 삽입 및 제거 시의 연속적인 토
오크 측정과 만능 시험기(Instron3366,InstronCorp.,Massachusetts,U.S.A.)
를 이용한 Pull-OutStrength의 측정을 통해서 mini-screw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최대 삽입 토오크(maximum insertiontorque)나 최대
제거 토오크(maximum removaltorque)의 값이 TypeA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
면,TypeB와 TypeC는 피질골 두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커졌으며,모든 피질
골 두께에서 TypeC> TypeB> TypeA의 순으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크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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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개체에서 토오크 소실(torqueloss)이 있었으며,모든 피질골 두께에서
TypeA가 TypeB나 TypeC에 비해서 토오크 소실이 적고 제거 시간(removal
time)이 길었고,모든 피질골 두께에서 TypeC의 제거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Pull-OutStrength가 가장 작았다.

3.각 Type 내에서 피질골 두께와 최대 삽입 토오크,최대 제거 토오크,
Pull-OutStrength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최대 삽입 토오크
와 최대 제거 토오크 또는 Pull-OutStrength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taper형태,특히 외경 증가형 taper형태가 토오크 값을 가장
많이 상승시키는 디자인이며,피질골이 얇은 부위에는 taper형태를,피질골이 두
꺼운 부위에는 cylindrical형태의 mini-screw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와 인공골을 이용한 연구는 교정용 mini-
screw의 역학 연구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교정용 mini-screw,구동식 토오크 시험기,피질골,최대 삽입
토오크,최대 제거 토오크,Pull-Out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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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황황황 충충충 주주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송송송 영영영 윤윤윤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교정 치료를 통하여 심미적인 안모와 기능적인 교합을 얻기 위해서는 고정원의
확보가 중요하다.특히 발치를 통한 교정 치료에서 적절한 고정원 확보에 실패하
면 원하는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과거의 교정 치료에서는 전치부를 후방 견
인할 때 발생하는 구치부의 고정원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Nanceholdingarch,
횡구개 호선,설측 호선과 같은 여러 가지 구내 장치 및 headgear와 같은 구외
장치를 장착하였다.그러나 구내 장치만으로는 확실한 고정원의 확보가 어려웠고
구외 장치는 환자의 협조도에 따라 치료 결과가 좌우되었다.
따라서 근래에 새로운 고정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며,환자의 협조

가 요구되지 않고 확실한 고정원을 얻기 위해서 osseointegratedimplant(Byloff
등,2000),onplant(Block과 Hoffman,1995),zygomaticarch wiring(Melsen 등,
1998),miniplate(Creekmore와 Eklund,1983;Umemori등,1999;Daimaruya등,
2003;Sugawara등,2004),교정용 mini-screw와 같은 골격성 고정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한 여러 골격성 고정원 중에서 구강 내 적용 범위가 넓고,삽입과 제거가



- 2 -

용이한 mini-screw의 개발로 복잡한 교정 치료 장치를 비교적 단순화시킬 수 있
게 되었으며 교정력의 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치
아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과거에 교정 치료만으로는 불가능했었던 증례들이 교정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후 교정 치료에서 mini-screw를 고정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많은 연구들(Kyung등,2002;Deguchi등,2003;Carano등,2004)과 성
공적인 임상 증례들(Kanomi,1997;Park등,2001;Kyung등,2003;Lee등,2004;
Roth 등,2004;Carano 등,2005;Kyung 등,2005;Park 등,2005)이 있었다.
Ohmae등(2001)은 beagledog에서 titanium mini-implant를 고정원으로 사용하여
임상적 및 조직학적으로 성공적인 압하(intrusion)를 이루었다고 보고하였다.
mini-screw의 성공률에 대해서 Costa등(1998)은 16증례 중 2증례가 탈락하

였다고 하였고,Deguchi등(2003)은 97%의 성공률을,박(2003)은 93.3%로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모든 증례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mini-screw 삽입 시 골과 mini-screw의 계면 내로의 연조직의 함입,삽입 시 과
다한 골조직의 손실,골조직의 치밀성 부족,감염으로 인한 염증 등이 mini-screw
탈락의 원인이라 생각되어지고 있다(경 등,2001;임 등,2003).
mini-screw의 유지 및 탈락에 대해서,김과 최(2001),김과 장(2002),Kim 등

(2005)은 drill-free방법이 drill방법보다 탈락율과 동요도 및 골 접촉율과,골밀도
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 drilling과정이 안정성과 골조직 치유 및 골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우 등(2003)은 drilling유무,성별,상악과 하악,head의
모양은 유의성이 없었지만,20세 미만이 20세 이상보다 9.7% 더 잘 탈락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처럼 근래 교정 치료의 많은 증례에서 mini-screw의 사용이 보편
화되고 있음에도 mini-screw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로 환자 요소,drilling유무 등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mini-screw의 실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mini-screw와 골조직 사이의

계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한 탈락이 원인(김과 최,2001)이라고 생각되어지며,이
는 식립 부위 골의 질과 양,그리고 외경,내경,나사부 길이,pitch등을 포함하는
스크류의 디자인과 스크류의 재질에 따르는 스크류의 물리적 특성(Brow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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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임 등(2003)과 이(2004)는 유한요소분석을 통하여 mini-screw 식립 후 수평력

을 가했을 때 대부분의 응력이 수질골보다는 피질골에 흡수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식립 부위의 피질골과 수질골의 골밀도를 통제한다면 식립 부위 골에 대한 유일
한 변수는 피질골의 두께가 될 것이다.임 등(2003)은 교정용 mini-screw 식립 시
스크류의 길이,직경 및 피질골 두께에 따른 응력 분포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mini-screw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mini-screw 내부와 피질골에서의 최대 응력이
감소하였으며,같은 mini-screw 직경에서는 mini-screw의 길이 증가나 피질골 두
께 증가에 상관없이 mini-screw 내부와 피질골에서의 최대 응력이 일정하게 유지
되어서 교정용 mini-screw의 유지에 길이보다는 직경이 더 크게 관여한다고 하였
고,이(2004)의 연구에서도 피질골 내부에서의 응력 분포 양상이 임 등(2003)의 연
구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mini-screw의 길이는 최대 응력과 응력 분포에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mini-screw의 직경이 커질수록 응력과 변위가 감소하고 피질골
에 가해지는 응력을 잘 분산시킨다고 하였으며,피질골의 두께는 최대 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두 연구에서 모델로 삼은 mini-
screw는 피질골과의 접촉 부위에서 특이한 구조물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질골의
두께에 대한 영향은 mini-screw 디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백(2003)은 다양한 mini-screw 디자인 중에서 직경의 변화에 따른 응력 변
화가 가장 컸다고 하였다.
mini-screw를 비롯한 스크류 형태의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역학적인 평

가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삽입 및 제거 시의 토오크(torque)를 측정하
는 방법(Heidermann등,1998;Brown등,2000;Homolka등,2002;Hitchon등,
2003;강 2003;Carono등,2005a)과 Pull-OutStrength를 측정하는 방법(Kido등,
1997;Heidermann등,1998;Baker등,1999;Brown등,2000;Carano등,2005a;
Huja등,2005)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학적 연구에 대한 문헌들에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스크류의 디자인 외에 주로 삽입 부위의 골밀
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골밀도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Berkowitz등(2005)은 균일한 밀도 값을 가지는 인공골을 이용하여 연구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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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토오크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한 방법들은
manometer나 torquescrew driver등을 이용한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회전 속도나
수직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연속적으로 토오크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
능했을 것이다.Kostinen등(2003)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일정한 회전 속도를 가
지고 토오크의 연속적인 측정과 기록이 가능한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driving
torquetester)를 개발하였으며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를 이용한 실험의 재현성이
우수함을 보고한 바 있다.
최근 교정 치료에서 고정원 확보를 위해 교정용 mini-screw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mini-screw의 역학적 특성이나 유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
는 희박하였다.따라서 mini-screw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서 일정한 회전 속도와
수직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험의 재현성이 우수한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
(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를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보완 제작하였
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피질골의 두께를 다르게 설정한 인공골 시편에 피질골

과의 접촉 부위에 서로 다른 구조물을 가진 세 종류의 drill-free형태의 교정용
mini-screw를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를 이용한 삽입 및 제거 시의 연속적인 토오
크 측정과 만능 시험기(Instron3366,InstronCorp.,Massachusetts,U.S.A.)를
이용한 Pull-OutStrength의 측정을 통해서 mini-screw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
고자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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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1. 1. 1. 1. 교정용 교정용 교정용 교정용 mini-screwmini-screwmini-screwmini-screw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drill-free형태의 교정용 mini-screw 중에서 외경,
나사부 길이 등이 유사하고 각각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 회사의 모델을
선정하였다.mini-screw 디자인에 따라서 순수한 cylindrical형태(OAS-T1507,
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를 TypeA,내경이 서서히 증가하는 구간
이 있는 부분적 cylindrical형태(16-JB-008,JeilMedicalCorp.,Seoul,Korea)를
TypeB,그리고 cylindrical형태와 taper형태가 함께 있는 복합형 형태(Orlus
1E16107,Ortholution,Seoul,Korea)를 TypeC로 정하였다(Table1,Fig.1).각
mini-screw의 주요 수치는 공구현미경(MF-A1010H,MitutoyoCorp.,Japan)을 이
용하여 연구자가 실측하였다.

2. 2. 2. 2. 실험용 실험용 실험용 실험용 인공골 인공골 인공골 인공골 (experimental (experimental (experimental (experimental bone)bone)bone)bone)

본 연구에서는 인간 cadaverbone을 대체하는 실험용 인공골인 biomechanical
testblock(SawbonesⓇ,A DivisionofPacificResearchLaboratoriesInc.,U.S.
A.)을 사용하였다.
사람 피질골에 대한 대체 실험 재료는 1.7g/cc의 밀도 및 120MPa의 압축 강

도와 90MPa의 인장 강도를 가지는 E-glass-filledepoxysheet로 shortE-glass
fibers와 epoxyresin의 혼합물이며,사람 수질골에 대한 대체 실험 재료는 0.64
g/cc의 밀도 및 37MPa의 압축 강도와 16MPa의 인장 강도를 가지는 등급 5의
solidrigidpolyurethanefoam이었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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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Theprincipalpropertiesanddimensionsofthemini-screwsusedin
thisstudy

*ThedimensionsintheparenthesesofThreadDiametermeanthedimensions
ofthescrew shaft,andthedimensionsofCoreDiameterarethedimensions
intheparallelpartofthescrew.

TypeA TypeB TypeC

Screw Design

purecylindrical

only
parallel
part

partialcylindrical

parallelpart
+

gradually
increasingcore
diameterpart

combined

parallelpart
+

taperpart

Corporation&
ModelNo.

Biomaterials
KoreaInc.

<OAS-T1507>

JeilMedicalCorp.

<16-JB-008>

Ortholution

<Orlus1E16107>

Screw Length(mm) 9.0 10.5 9.5

BodyLength(mm) 7.0 8.0 7.0

ThreadLength(mm) 6.0 7.0 6.0

ThreadDiameter
(mm) 1.45(1.5) 1.6(1.6) 1.6(2.0)

CoreDiameter(mm) 1.0 1.0 1.0

TaperLength(mm) - 1.5 2.5

Pitch(mm) 0.7 0.7 0.6

SurfaceFinish Machined Machined Acidetchingand
Sandblasting

ChemicalComposition Ti-6Al-4V Ti-6Al-4V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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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Schematicdiagram ofthemini-screwsusedinthisstudy.

Table2.Mechanicalpropertiesofexperimentalboneusedinthisstudy

Alternative
TestMedium

Density
(g/cc)

Compressive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MPa)

Strength
(MPa)

Modulus
(MPa)

Corticalbone 1.7 120 7,600 90 12,400
Cancellous
bone 0.64 37 943 16 1,190

TypeA TypeB Ty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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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인인인공공공골골골 시시시편편편(((aaarrrtttiiifffiiiccciiiaaalllbbbooonnneeebbbllloooccckkk)))의의의 제제제작작작
E-glass-filledepoxysheet를 1mm,1.5mm,2mm로 가공하여 solidrigid

polyurethanefoam에 acrylatebond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실험용 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0mm (대조군으로 polyurethanefoam만으로 된 시편),1mm,1.5mm,
2mm 네 종류의 인공골 시편을 각각 길이 110mm,너비 10mm,높이 10mm의
크기로 세 개씩 총 열두 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222...구구구동동동 토토토오오오크크크 시시시험험험 (((DDDrrriiivvviiinnngggTTTooorrrqqquuueeeTTTeeesssttt)))
ASTM F543-02규정을 준용하여 분당 3회전의 일정한 속도를 가지는 구동모

터식 토오크 시험기(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Fig.2)를 이용하여
mini-screw를 삽입 또는 제거 시 토오크를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222---111...삽삽삽입입입 토토토오오오크크크 시시시험험험 (((IIInnnssseeerrrtttiiiooonnnTTTooorrrqqquuueeeTTTeeesssttt)))
인공골 시편에 수직 방향으로 mini-screw tip이 닿도록 한 후 분당 3회전의 속

도로 토오크 시험기의 회전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나사부까지 삽입하
면서 컴퓨터 프로그램(QuickDataAcq)을 이용해 0.1초 단위로 토오크 값을 기록하
였다.이 때 mini-screw가 피질골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수직력을 부가
하기 위해서 토오크 시험기의 회전축에 470 g의 무게추를 장착하였으며
mini-screw의 삽입 깊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0.01mm까지 sensitive한 dial
indicatordepthgauge를 사용하였다.각 골 시편 당 10개의 mini-screw를 삽입하
였으며 mini-screw의 삽입 간격은 10mm를 유지하였다.

222---222...제제제거거거 토토토오오오크크크 시시시험험험 (((RRReeemmmooovvvaaalllTTTooorrrqqquuueeeTTTeeesssttt)))
나사부까지 mini-screw의 삽입이 완성된 인공골 시편에서 토오크 시험기의 회

전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여 mini-screw를 제거할 때의 토오크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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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  단위로 기록하였다.이 때 토오크 시험기의 회전축에서 무게추를 제거하여
회전축 자체의 무게를 제외하고는 mini-screw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없앴다.삽입
된 10개의 mini-screw 중에서 5개를 실험하였다.

Fig.2.Photoimageandschematicdiagram oftorquetester(Biomaterials
KoreaInc.,Seoul,Korea).

BBBeeelllttt&&& PPPuuulllllleee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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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aaauuugggeee

SSScccrrreeewww BBBlllaaaddd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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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PPPuuullllll---OOOuuutttSSStttrrreeennngggttthhh시시시험험험 (((FFFiiiggg...333)))
구동 토오크 시험 방법으로 mini-screw를 나사부까지 삽입한 골 시편을 만능시

험기(UniversalTestingMachine,Instron3366,InstronCorp.,Massachusetts,U.
S.A.)에 설치하고 mini-screw가 빠져나올 때까지 5mm/min속도로 인장하여 인
장 하중에 대한 힘 -변위 그래프(load-displacementgraph)를 도시한 후 최대
의 인장 하중 값을 MPa단위로 기록하였다.삽입된 10개의 mini-screw 중에서 5
개를 실험하였다.

Fig.3.Schematicdiagram ofPull-OutStrengthTest.

Table3.Numbersofexperimentaltests

*CBT ;CorticalBoneThickness.
*Test1;InsertionTorqueTest,followedbyRemovalTorqueTest.
*Test2;InsertionTorqueTest,followedbyPull-OutStrengthTest.

TypeA TypeB TypeC
CBT (mm) 0 1 1.5 2 0 1 1.5 2 0 1 1.5 2
Test1 5 5 5 5 5 5 5 5 5 5 5 5
sub-total
N.oftests 60
Test2 5 5 5 5 5 5 5 5 5 5 5 5
Sub-total
N.oftests 60
Total
N.oftests 120

TTThhheeeUUUppppppeeerrrPPPaaarrrtttooofffVVViiissseee

BBBooonnneeeBBBllloooccckkkMMMiiinnniii---ssscccrrreeewww

TTThhheeeBBBooottttttooommm PPPaaarrrtttooofffVVViiisss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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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계계계측측측치치치 및및및 통통통계계계 처처처리리리

아래의 계측치들을 SAS 8.2(STAT User’sGuid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Type별과 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변수들 사이의 유의성을 보기 위해서 two-way
ANOVA로 통계 처리하였고,Tukey'sStudentizedRangeTest를 통하여 순위 검
정을 하였으며,각 변수간의 상관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111...피피피질질질골골골 삽삽삽입입입 시시시간간간 (((CCCooorrrtttiiicccaaalllBBBooonnneeeIIInnnssseeerrrtttiiiooonnnTTTiiimmmeee,,,ssseeeccc)))
mini-screw의 tip이 피질골을 뚫고 들어가 수질골로 진입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Fig.4).
222...최최최대대대 삽삽삽입입입 토토토오오오크크크 (((MMMaaaxxxiiimmmuuummm IIInnnssseeerrrtttiiiooonnnTTTooorrrqqquuueee,,,NNN cccmmm)))
구동 토오크 시험에서 mini-screw를 나사부까지 삽입할 때 얻은 토오크 값에서

삽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최대 토오크 값을 의미한다(Fig.4).
333...최최최대대대 제제제거거거 토토토오오오크크크 (((MMMaaaxxxiiimmmuuummm RRReeemmmooovvvaaalllTTTooorrrqqquuueee,,,NNN cccmmm)))
구동 토오크 시험에서 mini-screw를 제거할 때 얻은 토오크 값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최대의 토오크 값을 의미한다(Fig.5).
444...토토토오오오크크크 소소소실실실 (((TTTooorrrqqquuueeeLLLooossssss,,,NNN cccmmm)))
최대 삽입 토오크와 최대 제거 토오크의 차이를 의미한다.

555...제제제거거거 시시시간간간 (((RRReeemmmooovvvaaalllTTTiiimmmeee,,,ssseeeccc)))
구동 토오크 시험에서 mini-screw를 제거할 때 얻은 토오크 값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최대치에 도달 후 기울기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토오크
값의 증가와 감소의 폭이 1N cm 이하로 완만하게 유지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의 시간을 의미한다(Fig.5).
666...PPPuuullllll---OOOuuutttSSStttrrreeennngggttthhh(((MMMPPPaaa)))
Pull-OutStrength시험에서 도시된 힘 -변위 그래프에서 최대 인장 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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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Time- Insertion Torquegraph and thedefinitionsofmeasurement
valuesregardingInsertionTorqueTest.

Fig.5.Time- RemovalTorquegraph and thedefinitionsofmeasurement
valuesregardingRemovalTorqu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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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가가가...피피피질질질골골골 삽삽삽입입입 시시시간간간(((CCCooorrrtttiiicccaaalllBBBooonnneee IIInnnssseeerrrtttiiiooonnn TTTiiimmmeee,,,
TTTaaabbbllleee444,,,FFFiiiggg...666)))

 

mini-screw의 삽입 토오크 시험을 시행하였을 때 mini-screw의 tip이 피질골의
표면을 뚫고 피질골을 관통하여 수질골과의 계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즉
피질골 삽입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각 Type마다 피질골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피
질골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모든 피질골 두께에서 TypeB의 피질골 삽입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TypeC

는 피질골 두께 1.5mm와 2mm에서 표준 편차가 컸다.

Fig.6.CorticalBoneInsertionTime(sec)accordingtocorticalbonethickness
(Barsshow mean,anderrorbarsshow 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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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ticalBone Insertion Time (sec) according to corticalbone
thickness

StatisticalSignificanceisdeterminedbyTukey'sStudentizedRangeTest
(p<0.05).

나나나...최최최대대대 삽삽삽입입입 토토토오오오크크크 (((MMMaaaxxxiiimmmuuummm IIInnnssseeerrrtttiiiooonnn TTTooorrrqqquuueee,,,
TTTaaabbbllleee555,,,FFFiiiggg...777)))

mini-screw의 삽입 토오크 시험을 시행하였을 때 mini-screw의 나사부까지 삽
입이 종료될 때까지의 토오크의 최대값,즉 최대 삽입 토오크를 측정해 본 결과,
모든 Type에서 대개 삽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최대의 토오크 값을 보였으나 피
질골 두께에 따라서는 각 Type마다 뚜렷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TypeA는 수질골만으로 구성된 대조군보다는 피질골이 있을 경우 증가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을 보였지만,1mm,1.5mm,2mm 사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
다.TypeB와 TypeC는 피질골 두께가 증가할수록 최대 삽입 토오크 값도 증가
하였다.그러나 TypeC는 피질골 두께가 1mm에서 1.5mm,1.5mm에서 2mm
로 증가할수록 비슷한 폭으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증가한 반면,TypeB는 피
질골 두께 1mm에서 1.5mm로 증가했을 때의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의 증가폭에
비해서 1.5mm에서 2mm로 증가했을 때의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의 증가폭이 작
았다.또한 모든 피질골 두께에서 TypeC> TypeB > TypeA의 순서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높았다.

1mm 1.5mm 2mm Tukey's
TypeA 94 ± 0.55 144 ± 5.37 268 ± 14.21 1<1.5<2mm
TypeB 68 ± 2.05 103 ± 5.79 130 ± 6.04 1<1.5<2mm
TypeC 122 ± 1.48 132 ± 38.10 159 ± 39.97 1<1.5<2mm
Tukey's TypeB<A<C TypeB<C=A Type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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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Maximum InsertionTorque(N cm)accordingtocorticalbonethickness
(Barsshow mean,anderrorbarsshow standarddeviation).

Table 5.Maximum Insertion Torque (N cm) according to corticalbone
thickness

StatisticalSignificanceisdeterminedbyTukey'sStudentizedRangeTest
(p<0.05).

0mm 1mm 1.5mm 2mm Tukey's
TypeA 16.73±0.12 20.33±0.10 20.33±0.11 20.34±0.13 0<1=1.5=2mm
TypeB 23.09±0.50 30.31±0.27 36.20±0.91 38.01±1.060<1<1.5<2mm
TypeC 23.91±0.45 35.39±0.40 37.89±2.23 40.97±3.860<1<1.5<2mm
Tukey's A<B<C A<B<C A<B<C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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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uperimpositionofTime-InsertionTorquegraphsbycorticalbone
thicknessinTypeA.

Fig. 9. SuperimpositionofTime-InsertionTorquegraphsbycorticalbone
thicknessinTyp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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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perimpositionofTime-InsertionTorquegraphsbycorticalbone
thicknessinTypeC.

Fig. 11. Superimposition of Time - Insertion Torque graphs by Types
inonlycancellousbone.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T ime  ( s e c )T ime  ( s e c )T ime  ( s e c )T ime  ( s e c )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0    mm0   mm0   mm0   mm

1   mm1   mm1   mm1   mm

1.5 mm1.5 mm1.5 mm1.5 mm

2   mm2   mm2   mm2   mm

0

5

10

15

20

25

30

35

0 50 100 150 200

T im e  ( s e c )T im e  ( s e c )T im e  ( s e c )T im e  ( s e c )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T y p e  AT y pe  AT y pe  AT y pe  A

T y pe  BT y pe  BT y pe  BT y pe  B

T y pe  CT y pe  CT y pe  CT y pe  C



- 18 -

Fig. 12. Superimposition of Time - Insertion Torque graphs by Types
in1mm corticalbonethickness.

Fig. 13. Superimposition of Time - Insertion Torque graphs by Types
in1.5mm corticalbone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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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uperimposition of Time - Insertion Torque graphs by Types
in2mm corticalbonethickness.

다다다...최최최대대대 제제제거거거 토토토오오오크크크 (((MMMaaaxxxiiimmmuuummm RRReeemmmooovvvaaalll TTTooorrrqqquuueee,,,
TTTaaabbbllleee666,,,FFFiiiggg...111555)))

삽입 토오크 시험이 끝나고 골 시편에 식립된 mini-screw에 대해서 제거 토오
크 시험을 시행해 보았을 때의 최대의 토오크 값,즉 최대 제거 토오크를 측정하
였다.
TypeA는 수질골만으로 구성된 대조군보다는 피질골이 있을 경우 증가한 최대

제거 토오크 값을 보였지만,1mm,1.5mm,2mm 사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
다.TypeB와 TypeC는 피질골 두께가 증가할수록 최대 제거 토오크 값도 커졌
다.
모든 Type에서 최대 삽입 토오크보다 최대 제거 토오크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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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Maximum InsertionTorqueandMaximum RemovalTorqueaccording
to corticalbonethickness(Barsshow mean,and errorbarsshow
standarddeviation).

Table 6.Maximum RemovalTorque (N cm) according to corticalbone
thickness

StatisticalSignificanceisdeterminedbyTukey'sStudentizedRangeTest
(p<0.05).

0mm 1mm 1.5mm 2mm Tukey's
TypeA 14.79±0.94 18.23±0.27 18.35±0.19 18.46±0.50 0<1=1.5=2mm
TypeB 21.68±1.00 24.95±0.46 27.83±1.67 30.41±0.38 0<1<1.5<2mm
TypeC 20.08±1.10 27.99±0.09 29.46±1.65 31.93±2.92 0<1<1.5<2mm
Tukey's A<C=B A<B<C A<B=C A<B=C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M IT M RT M IT M RT M IT M RT

TYPE A TYPE B TYPE C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T
o

rq
u
e
 (

N
 c

m
)

0 mm0 mm0 mm0 mm

1 mm1 mm1 mm1 mm

1.5 mm1.5 mm1.5 mm1.5 mm

2 mm2 mm2 mm2 mm



- 21 -

라라라...토토토오오오크크크 소소소실실실 (((TTTooorrrqqquuueeeLLLooossssss,,,TTTaaabbbllleee777,,,FFFiiiggg...111666)))

대체적으로 최대 삽입 토오크가 높을수록 최대 제거 토오크도 높았지만,최대
삽입 토오크와 최대 제거 토오크의 차이인 토오크 소실도 컸다.TypeB나 Type
C에 비해서 TypeA의 토오크 소실이 작았다.

Fig.16.TorqueLoss(N cm)accordingtocorticalbonethickness(Barsshow
mean,anderrorbarsshow standarddeviation).

Table7.TorqueLoss(N cm)accordingtocorticalbonethickness

StatisticalSignificanceisdeterminedbyTukey'sStudentizedRangeTest
(p<0.05).

0mm 1mm 1.5mm 2mm Tukey's
TypeA 1.58±0.77 2.10±0.23 1.98±0.20 3.49±0.52 0<1.5=1<2mm
TypeB 1.41±0.73 5.36±0.58 8.38±1.80 8.60±0.80 0<1<1.5=2mm
TypeC 3.83±0.65 7.40±0.33 9.43±1.67 9.04±1.74 0<1<2=1.5mm
Tukey's B=A<C A<B<C A<B=C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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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제제제거거거 시시시간간간 (((RRReeemmmooovvvaaalllTTTiiimmmeee,,,TTTaaabbbllleee888,,,FFFiiiggg...111777)))

모든 Type에서 피질골이 있는 경우보다 수질골만으로 구성된 대조군에서 제거
시간이 길었으며,대체적으로 피질골 두께가 증가할수록 제거 시간이 짧아졌다.모
든 피질골 두께에서 TypeA와 TypeB에 비해서 TypeC의 제거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

Fig.17.RemovalTime(sec)accordingtocorticalbonethickness(Barsshow
mean,anderrorbarsshow standarddeviation).

Table8.RemovalTime(sec)accordingtocorticalbonethickness

StatisticalSignificanceisdeterminedbyTukey'sStudentizedRangeTest
(p<0.05).

0mm 1mm 1.5mm 2mm Tukey's
TypeA 108 ± 1.41 97±1.30 96±0.84 95±1.38 2<1.5=1<0mm
TypeB 101 ± 0.89 95±4.44 93±3.42 91±6.23 2<1.5≤1<0mm
TypeC 65 ± 0.55 64±0.89 62±3.05 60±2.88 2<1.5=1=0mm
Tukey's C<B<A C<B=A C<B=A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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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PPPuuullllll---OOOuuutttSSStttrrreeennngggttthhh(((TTTaaabbbllleee999,,,FFFiiiggg...111888)))

모든 Type에서 피질골 두께가 1.5mm일 때 가장 큰 Pull-OutStrength를 보였
고,모든 피질골 두께에서 TypeC의 Pull-OutStrength가 TypeA나 TypeB에
비해서 작았다.

Fig.18.Pull-OutStrength(MPa)according tocorticalbonethickness(Bars
show mean,anderrorbarsshow standarddeviation).

Table9.Pull-OutStrength(MPa)accordingtocorticalbonethickness

StatisticalSignificanceisdeterminedbyTukey'sStudentizedRangeTest
(p<0.05).

0mm 1mm 1.5mm 2mm Tukey's
TypeA 12.54 ± 0.57 14.97 ± 0.05 16.87 ± 0.62 14.34 ± 1.27 0<2=1<1.5mm
TypeB 13.86 ± 0.45 14.85 ± 0.45 17.53 ± 0.54 16.47 ± 0.60 0=1<2=1.5mm
TypeC 10.99 ± 0.18 12.11 ± 0.10 14.22 ± 1.16 13.21 ± 0.50 0=1=2<1.5mm
Tukey's C<A<B C<B=A C<A=B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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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각각각 변변변수수수들들들 사사사이이이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TTTaaabbbllleee111000---111222)))

모든 Type에서 피질골 두께와 피질골 삽입 시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
다.
피질골 두께와 최대 삽입 토오크,피질골 두께와 최대 제거 토오크의 상관관계

도 매우 높았으며,또한 최대 삽입 토오크와 최대 제거 토오크 사이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았으며 특히 TypeB와 TypeC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최대 삽입 토오크와 Pull-OutStrength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지

만,그 상관계수가 최대 삽입 토오크와 최대 제거 토오크 사이의 상관계수보다는
낮았다.

Table10.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ofTypeA

StatisticalSignificance
*;p<0.05,**;p<0.01,***;p<0.001,****;p<0.0001,NS;Notsignificant

CBT;CorticalBoneThickness, CBIT;CorticalBoneInsertionTime
MIT;Maximum InsertionTorque, MRT;Maximum RemovalTorque
TL;TorqueLoss, RT;RemovalTime, POS;Pull-OutStrength

CBT CBIT MIT MRT TL RT POS

CBT 0.97
****

0.87
****

0.50
*

0.79
****

-0.97
****

0.65
**

CBIT 0.97
****

0.75
****

0.29
NS

0.86
****

-0.97
****

0.48
*

MIT 0.87
****

0.75
****

0.82
****

0.56
*

-0.81
****

0.77
****

MRT 0.50
*

0.29
NS

0.82
****

0.01
NS

-0.41
NS

TL 0.79
****

0.86
****

0.56
*

0.01
NS

-0.86
****

RT -0.97
****

-0.97
****

-0.81
****

-0.41
NS

-0.86
****

POS 0.65
**

0.48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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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1.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ofTypeB

Table12.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ofTypeC

StatisticalSignificance
*;p<0.05,**;p<0.01,***;p<0.001,****;p<0.0001,NS;Notsignificant

CBT;CorticalBoneThickness, CBIT;CorticalBoneInsertionTime
MIT;Maximum InsertionTorque, MRT;Maximum RemovalTorque
TL;TorqueLoss, RT;RemovalTime, POS;Pull-OutStrength

CBT CBIT MIT MRT TL RT POS

CBT 0.996
****

0.99
****

0.95
****

0.93
****

-0.69
***

0.81
***

CBIT 0.996
****

0.98
****

0.95
****

0.93
****

-0.71
***

0.80
***

MIT 0.99
****

0.98
****

0.96
****

0.95
****

-0.66
**

0.81
***

MRT 0.95
****

0.95
****

0.96
****

0.81
****

-0.60
**

TL 0.93
****

0.93
****

0.95
****

0.81
****

-0.67
**

RT -0.69
***

-0.71
***

-0.66
**

-0.60
**

-0.67
**

POS 0.81
***

0.80
***

0.81
***

CBT CBIT MIT MRT TL RT POS

CBT 0.88
****

0.96
****

0.92
****

0.90
****

-0.60
**

0.76
**

CBIT 0.88
****

0.64
*

MIT 0.96
****

0.88
****

0.98
****

0.92
****

-0.47
*

0.72
**

MRT 0.92
****

0.82
****

0.98
****

0.81
****

-0.46
*

TL 0.90
****

0.90
****

0.92
****

0.81
****

-0.44
NS

RT -0.60
**

-0.54
*

-0.47
*

-0.46
*

-0.44
NS

POS 0.76
**

0.64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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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최근 치과 교정과 영역에서 고정원의 확보를 위해서 교정용 mini-screw의 사용
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정용 mini-screw의 역학적 특성이나 유지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다.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피질골의 두께를 다르
게 설정한 인공골 시편에 피질골과의 접촉 부위에 서로 다른 구조물을 가진 세
종류의 drill-free형태 mini-screw를 일정한 회전 속도와 수직력을 부여할 수 있
는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를 이용하여 삽입 및 제거 시의 연속적인 토오크 측정과
Pull-OutStrength의 측정을 통해서 mini-screw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
는 것이었다.
CorticalBoneScrew는 골의 한쪽 면만 관통하게 사용하는 unicorticalscrew,

골의 양쪽 면을 다 사용하지만 외피질에만 나사부가 있는 lagscrew,그리고 골의
양쪽 면을 다 사용하며 양쪽 피질에 나사부가 있는 bicorticalscrew의 세 가지 방
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Lawson과 Brems,2001),비록 하악 구치부의 전방 이동
을 위한 고정원으로 bicorticalscrew를 사용한 증례 보고(Freudenthaler등,2001)
도 있었지만 대개의 교정용 mini-screw는 unicorticalscrew에 준한다고 할 수 있
다.따라서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bonescrew를 많이 사용하는 정형외과나
구강외과 영역에서의 문헌들을 많이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정용 mini-screw는 모두 unicortical로 사용하는

drill-free형태의 mini-screw이었으며,피질골 두께에 따른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
기 위해서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교정용 mini-screw 중에서 피질골과의 접
촉 부위에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 회사의 모델을 선정하였다.화학적 성
분은 모두 Ti-6Al-4V의 티타늄 합금으로 비록 삽입 후 시간이 경과하면 임플란
트처럼 골유착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지만(김과 장,2002;임 등,2003;강,2003;
Kim 등,2005)mini-screw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1차 안정성만을 고려
하였다.
많은 선학들의 연구에서 스크류의 역학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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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거 시의 토오크를 측정하거나 Pull-OutStrength를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
용하고 있으며 여러 문헌들에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주로 스크류나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 등을 포함하는 스크류 디자인과 삽입 부위의 골밀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Brown등(2000)과 Homolka등(2002),그리고 Hitchon등
(2003)이 삽입 토오크와 골밀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Koistinen등(2005)은 골밀도가 삽입 토오크에 영향을 미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의
골보다는 젊은 사람의 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최대 토오크를 보인다고
하였다.Kido등(1997)과 Brown등(2000)은 Pull-OutStrength와 골밀도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한편 Seebeck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axial
pullout과 cantileverbendingmode에 대해서 스크류와 골 사이에 전해지는 최대
하중이 피질골의 두께와 수질골의 밀도와 가장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또한
Ciarelli등(1991)에 의하면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수질골의 강도(strength)및
강성(stiffness)은 골밀도와 방향성(orientation)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질
골 내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의 범위도 넓다고
하였으며,정상적인 관절 기능으로부터 야기되는 mechanicalstress가 골의 방향성
과 구조(structure)및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Wolff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이러한 현상이 해부학적 위치에 따르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수질골의
물리적 특성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밀도라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삽입 부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정해진 밀도 값을 가지는 실험용 인공골 시편을 사용하였
다.이번 실험에 사용한 인공 피질골은 1.7g/cc,인공 수질골은 0.64g/cc의 밀도
를 가지고 있으며 금속성 bone screw의 역학 연구에 대한 ASTM(American
SocietyforTestingandMaterials)의 규정을 통과한 재료이다.역학적인 실험을
할 때 인공골 시편을 사용하면 그 결과 값이 비록 인체에서와는 다를 수 있지만,
인체에서 mini-screw의 삽입과 제거 시의 연속적인 토오크를 연구하는 것은 어렵
고,인간 cadaverbone을 이용할 경우 식립 부위에 따라 피질골의 두께가 다르고
골밀도도 다르기 때문에 토오크 값을 서로 비교하기가 힘들지만,인공골 시편을
사용하면 하중을 주는 부위에 따른 변이가 적기 때문에 보다 믿을 만하며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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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나 보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ASTM F543-02규정을 준용하였으

나 ASTM F543-02규정은 금속성 의료용 bonescrew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치아 교정과 영역에서의 mini-screw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
다.ASTM은 구동 토오크 시험 시에 1-5rpm의 속도로 회전력을 주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rpm의 회전 속도로 고정하였다.ASTM에서는
삽입 토오크(insertiontorque)를 “screw를 물질 속으로 진입시킬 때 screw와 물질
사이의 마찰력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토오크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초기 4
회전 동안에 얻어진 최대값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최대 토오크
(maximum torque)를 “회전을 계속하는 동안에 screw failure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록된 최대 토오크의 값”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정용
mini-screw가 피질골을 뚫는 용이성을 보기 위해서 삽입 토오크보다는 피질골 삽
입 시간(CorticalBoneInsertionTime)이 합당하다 여겨져서 피질골 삽입 시간을
측정하였으며,교정용 mini-screw의 역학적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은 mini-screw
를 나사부까지 삽입했을 때의 최대 토오크 값이라 판단되어 나사부까지 삽입했을
때의 최대의 토오크 값을 최대 삽입 토오크(Maximum InsertionTorque)라고 정
의하였다. 또한 ASTM에서는 제거 토오크(Removal Torque)는 “물질로부터
screw를 제거할 때 screw와 물질 사이의 마찰력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토오크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삽입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초기 4회전 동안
에 얻어진 최대의 토오크 값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나사부
까지 삽입한 mini-screw를 인공골로부터 제거될 때까지의 시간을 제거 시간
(RemovalTime)이라고 정의를 하였으며,연속적인 시간 동안의 최대의 토오크를
최대 제거 토오크(Maximum RemovalTorque)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그리고
ASTM에서는 AxialPulloutTest는 물체로부터 screw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axialtensileforce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axialpullout실험에서 얻은 힘-변위 곡
선에서 얻은 최대의 힘”을 AxialPulloutStrength로 정의하고 있으며,본 연구에
서는 Pull-OutStrength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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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삽삽삽입입입 토토토오오오크크크 시시시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parallelpart만으로 구성된 순수한 cylindricaltype인 TypeA는 피질골을 통과
하면 피질골 두께와 상관없이 토오크 값이 거의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토오
크 값이 증가하며, 수질골만으로 구성된  대조군을 제외하면 피질골 두께에 상관없
이 비교적 일정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을 보였다.mini-screw의 구조 중에서 삽
입 토오크 값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피질골과 접촉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TypeA는 tip부분을 제외한 나사부가 parallelpart로만 구성되어 있는 순수한
cylindricaltype이어서 피질골과 접촉하는 부분의 면적이 피질골 두께가 증가하여
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종합하면,수질골만으로 구성
된 대조군에 비해서는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큰 것으로 보아 수질골보다 밀도가
높은 피질골과의 접촉이 생기면 삽입 토오크 값이 증가를 하는 것임은 틀림없지
만 그 접촉 면적이 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질골 두께
가 증가할수록 피질골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할 뿐이지 그 이후는 시간에
대해서 비슷한 토오크 증가율을 가지면서 최대 삽입 토오크 값도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TypeA mini-screw의 직경이 1.45mm
에 불과하므로 직경이 훨씬 큰 mini-screw를 사용하였다면 피질골과의 접촉 부위
에서 특별한 구조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질골과의 접촉 면적이 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뚜렷이 차이가 날 것이므로 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커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Fig.8).
TypeB는 대조군에 비해서 피질골이 부착된 골 시편에서 최대 삽입 토오크 값

이 뚜렷이 증가하였으며,피질골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 값이 더 커졌다.그러나
피질골 두께가 1mm에서 1.5mm로 증가했을 때의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의 증가
폭보다는 1.5mm에서 2mm로 증가했을 때의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의 증가폭이
작았다.Type B는 기본적으로는 Type A 같이 tip 부분을 제외한 나사부가
parallel한 cylindricaltype이지만 외경은 유지되면서 나사부의 윗부분의 내경이 조
금씩 증가하면서 연조직 접촉부로 이행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구간이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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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측에 의하면 1.5mm 정도였다.이러한 구조물이 mini-screw가 삽입될수록
골에 대한 측방 압력을 증가시키게 하는 요인이며 따라서 피질골의 두께에 따라
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은 TypeA에 비해서 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구간이
1.5mm 정도여서 피질골 두께가 1.5mm에서 2mm로 증가하여도 그 값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내경이 증가하는 구간이 2mm 이상이라면 피질
골 두께가 1.5mm에서 2mm로 증가했을 때 피질골과의 접촉 면적에 확연한 차
이를 나타내므로 피질골 두께 2mm에서의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더 많이 상승
했을 것이다(Fig.9).
TypeC도 TypeB와 같이 피질골이 존재할수록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더 증

가를 하였으며,피질골 두께가 증가할수록 TypeB보다도 더 뚜렷이 그 값이 증가
하였다.TypeC는 구조적으로 dualcorediameter를 가지는 제품으로 tip을 제외
한 나사부가 내경과 외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parallelpart와 내경과 외경이 서
서히 증가하면서 연조직 접촉부와 이행되는 taper part로 구성되어 있는
combinationtype이며 연구자의 계측에 의하면 taperpart의 길이가 2.5mm 정도
여서 피질골 두께가 증가할수록 피질골과 taperpart의 접촉 면적이 크게 증가를
하므로 피질골 두께가 1mm에서 1.5mm,1.5mm에서 2mm로 증가하면서 최대
삽입 토오크 값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Fig.10).
각 피질골 두께에서 Type별로 그래프를 겹쳐보면 각 피질골 두께에서의 삽입

토오크 값의 상승 추이를 잘 관찰할 수 있다.
피질골이 없이 수질골만으로 구성된 대조군을 살펴보면,나사부까지 삽입이 종

료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였는데 이는 수질골의 밀도인 0.64g/cc를 뚫는 데는
세 제품의 mini-screw tip의 효율성이 거의 비슷함을 의미한다.그러나 그래프의
기울기와 최대 삽입 토오크를 살펴보면 TypeC> TypeB> TypeA의 순으로
그 값이 컸다.즉,0.64g/cc의 밀도를 가지는 수질골에서 TypeC가 가지는 구조
물이 토오크 값을 가장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TypeA의 외경이 1.45
mm로 다른 두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삽입
토오크의 증가량이 작은 것에 작은 외경이 일부분 기여한다고 생각되어진다(Fig.
11).피질골 두께가 1mm일 경우에는 TypeBmini-screw tip이 가장 빠르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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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골을 뚫고 수질골 내로 진입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삽입 시간도 가장 짧았다.시
간이 지날수록 TypeB와 TypeC의 삽입 토오크 값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특히
삽입이 종료되는 시점 가까이에서의 기울기는 더 급격해져서 순수한 cylindrical
type으로 피질골과 접촉하는 부분에 특별한 구조물이 없는 TypeA에 비해서
TypeB와 TypeC의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훨씬 커짐을 알 수 있다(Fig.12).피
질골 두께가 1.5mm일 경우(Fig.13)와 2mm일 경우(Fig.14)에도 1mm 피질골
에서의 양상과 유사하였다.

이상으로,삽입 토오크는 스크류의 디자인과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진다.또
한 피질골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피질골 삽입 시간,CorticalBone Insertion
Time)은 screw tip의 각도 및 sharpness,cuttingflute디자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Yerby등(2001)은 cuttingflute디자인이 삽입 토오
크와 Pull-OutStrength에 영향을 주며 cuttingflute는 이상적으로 스크류의 삽입
을 용이하게 하고 연조직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스크류의 유지력을 최대로 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생역학적 연구에서 삽입 토오크가 스크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지만(Okuyama등,2000)삽입 토오크 값이 mini-screw의 안정성과 비례 관계
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Lawes등(2004)은 taperedbonescrew의  높은 삽
입 토오크는 골과의 계면에서의 loosening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반면에
Okuyama등(2000)은 요추 수술에 사용하는 스크류에 대한 연구에서 수술 중 삽
입 토오크의 측정이 스크류의 loosening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Frost(2003)는 골조직에 변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integrity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Hansson과 Werke(2003)도 골조직에 응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생리적
한계를 넘을 경우 골흡수가 일어난다고 하였다.즉 골 내로 mini-screw를 삽입할
때 골이 견디는 범위 이상으로 토오크 값이 과도하면 골 균열(bonecrack)이나 골
괴사(bonenecrosis)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골이 견디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토오
크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러한 적정한 토오크 값을 찾으려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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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제제제거거거 토토토오오오크크크 시시시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피질골 두께에 따른 Type별 최대 제거 토오크 값은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의
양상을 비교적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지만,모든 Type에서 최대 삽입 토오크
값보다는 최대 제거 토오크 값이 작아서,이른바 토오크 소실이 있었다.이것은
screw가 감겨 있는 그대로 토오크 값이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즉,회전
력에 의해서 나사부 끝까지 삽입이 완성되어 토오크 값이 최고조로 올랐어도 회
전력을 제거하면 screw가 식립된 물체와의 사이에서 힘의 평형 관계를 이룰 때까
지 screw가 조금 풀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따라서 mini-screw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표는 삽입 토오크보다는 제거 토오크라 생각되어진다.
TypeA에 비해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컸던 TypeB와 TypeC의 최대 제

거 토오크 값도 컸다.그러나 토오크 소실은 순수한 cylindrical형태인 TypeA에
서 가장 작았는데,이는 토오크 값 상승의 목적으로 디자인에 포함시킨 taper형
태가 삽입 시 토오크 값을 상승시키는 효과만큼 직접 교정력을 적용하는 시점에
서는 효력을 다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제거 토오크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는

mini-screw가 제거될 때까지의 시간인 제거 시간이다.각 Type별로는 피질골 두
께에 따라서 제거 시간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TypeC가 다른 두 Type에 비
해서 제거 시간이 짧았다.제거 시간이 짧다는 것은  골내 염증 반응이나 과도한
힘의 적용 등과 같이 피질골과 mini-screw의 접촉 부위에서의 결합을 깨뜨릴 상
황이 발생한다면,빠른 시간 내에 탈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순수한 cylindrical
형태인 TypeA에서 토오크 소실이 가장 작고,제거 시간이 가장 길었던 반면에,
부분 taper형태인 TypeC는 제거 회전력에 의해서 피질골과 강하게 접촉하고 있
던 최대 외경 부분에서 피질골과의 접촉이 깨어지면 쉽게 빠지는 것은 구조적으
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TypeC의 토오크 값이 임상에서 사용하는 교
정력(Ren등,2003)에 비해서 충분히 크므로 체인이나 스프링을 걸 때 부주의하게
토오크 값을 능가할 정도로 너무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다면  임상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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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며,표면처리 등으로 증가된 골유착에 의한
이차적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하며,무엇보다 mini-screw 삽입 시 감염에 의한 염
증 반응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TypeC와 같이 최대 제거 토오크 값이 크면서 제거

시간이 짧다는 것은 임상에서 충분한 유지력을 가지면서 교정력의 고정원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사용이 끝난 mini-screw를 제거할 때에 초기에는 다소 큰 힘이
요구되지만 한 번 turning이 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다다다...PPPuuullllll---OOOuuutttSSStttrrreeennngggttthhh시시시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초기 디자인의 스크류에 대한 연구를 한 많은 연구가들은 Pull-OutStrength와
삽입 토오크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삽입 토오크와 Pull-Out
Strength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Inceoglu등(2004)은 삽입 토오
크와 Pull-OutStrength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점차로 좁아지는
flutes를 가지는 스크류에서 완전 삽입에 가까워질수록 골소주가 더 작은 부피 내
로 압박을 받으며,trapezoidalthread도 또한 피질골과의 접촉을 높이고 골소주를
피질골 쪽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높아져서 토오크 값이 증가하지만,토오
크 값의 증가가 Pull-OutStrength의 비례적인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였
다.Reitman등(2004)도 경추에 사용한 스크류에서 Pull-OutStrength는 골밀도와
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삽입 토오크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서 스크
류의 성공과 실패는 스크류를 삽입할 때의 토오크보다는 골의 질이 보다 중요하
다고 하였다.Lawson과 Brems(2001)는 axialforce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로 삽입
토오크를 증가시키는 것이 스크류 구조물의 기계적 유지력을 감소시켜서 결국 구
조적으로 약한 골융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Type내에서 최대 삽입 토오크 값과 Pull-OutStrength사

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러나 그 상관계수가 최대 삽입 토오크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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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거 토오크 사이의 상관계수보다는 낮았는데,그 이유는 피질골 두께가 증가
할수록 최대 삽입 토오크와 최대 제거 토오크는 점차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Pull-OutStrength는 피질골 두께가 1.5mm에서 2mm로 증가할 때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이는 두꺼운 피질골을 뚫으면서 스크류의 tip이나 나사산
에서 변형이 일어났을 가능성 또는 삽입 시 발생한 debris가 깨끗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flute나 나사산 주위로 쌓여서 스크류와 골 사이의 긴밀한 접촉을 방해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임상에서 mini-screw의 삽입 시 충분한 생리 식염수 관주
하에 천천히 삽입하는 것이 삽입 시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겠으
나 삽입된 골편을 깨끗이 제거하여 골과 긴밀한 접촉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도 있
다고 하겠다.
교정 치료의 고정원으로 사용하는 mini-screw에 주로 가해지는 힘은 측방력이

므로 수직적인 인장력에 대한 실험인 Pull-Out Strength Test는 교정용
mini-screw의 유지력을 평가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식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
된다.

총괄하면,구동식 토오크와 인공골을 이용한 연구는 교정용 mini-screw의 역학
연구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비록 인간의 골과 물리적 특성
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인공골을 사용하였으므로 생리 식염수 관주 하에 혈행이
있는 생활골에 mini-screw를 삽입 할 때의 토오크 값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또한 본 연구는 mini-screw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일차적 안정성
만을 고려하였으므로 골유착의 개념을 포함하는 이차적 안정성과 외력에 대한 골
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생체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인체에서 골의 손상을 최소로 하고,골이 견디는 범위 내에서 교정력에 대

한 고정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토오크 값을 찾기 위한 연구
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교정용 mini-screw의 디자인은 그러한 적정한 토오크 값
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mini-screw의 직경,길이,pitch,flute디자인,나사산의 모양 및 나사산의 높이 등
이 토오크 값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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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피질골의 두께를 다르게 설정한 인공골 시편에 피질골과의 접촉 부
위에 서로 다른 구조물을 가진 세 종류의 drill-free 형태의 교정용 mini-
screw(TypeA;순수한 cylindrical형태,TypeB;내경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
부분적인 cylindrical형태,TypeC;cylindrical형태와 taper형태가 함께 있는 복
합형)를 일정한 회전 속도와 수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
(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를 이용한 삽입 및 제거 시의 연속적인 토
오크 측정과 만능 시험기(Instron3366,InstronCorp.,Massachusetts,U.S.A.)
를 이용한 Pull-OutStrength의 측정을 통해서 mini-screw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최대 삽입 토오크(maximum insertiontorque)나 최대
제거 토오크(maximum removaltorque)의 값이 TypeA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
면,TypeB와 TypeC는 피질골 두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커졌으며,모든 피질
골 두께에서 TypeC> TypeB> TypeA의 순으로 최대 삽입 토오크 값이 크
게 나타났다.

2.모든 개체에서 토오크 소실(torqueloss)이 있었으며,모든 피질골 두께에서
TypeA가 TypeB나 TypeC에 비해서 토오크 소실이 적고 제거 시간(removal
time)이 길었고,모든 피질골 두께에서 TypeC의 제거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Pull-OutStrength가 가장 작았다.

3.각 Type 내에서 피질골 두께와 최대 삽입 토오크,최대 제거 토오크,
Pull-OutStrength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최대 삽입 토오크
와 최대 제거 토오크 또는 Pull-OutStrength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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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taper형태,특히 외경 증가형 taper형태가 토오크 값을 가장
많이 상승시키는 디자인이며,피질골이 얇은 부위에는 taper형태를,피질골이 두
꺼운 부위에는 cylindrical형태의 mini-screw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구동식 torquetester와 인공골을 이용한 연구는 교정용 mini-screw
의 역학 연구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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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CChhhuuunnnggg---JJJuuuHHHwwwaaannnggg,D.D.S.,M.S.D.,PhD.)

Recently,orthodonticmini-screwshavebeenusedfrequentlyforanchorage
controlwhich playsan importantrolein determining orthodontictreatment
results.Yet,studiesregarding themechanicalpropertiesofmini-screwsand
theelementfactorsinfluencingstabilityarerare.
Thepurposeofthisstudy wastoevaluatethemechanicalpropertiesof

mini-screws through continuous measuring oftorque during inserting and
removingwithdrivingtorquetester(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and
testing ofPull-OutStrength with universaltesting machine(Instron 3366,
InstronCorp.,Massachusetts,U.S.A.)usingexperimentalboneblockshaving
differentcorticalbone thickness.The driving torque tester is capable of
rotatingataconstantvelocityundertheconstantverticalforce.Threetypesof
commercially available drill-free type mini-screws(Type A;pure cylindrical
type,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TypeB;partialcylindricaltype,
JeilMedicalCorp.,Seoul,Korea,TypeC;combinationtypeofcylindricaland
taper type,Ortholution,Seoul,Korea),having different screw designs in
contactareawithcorticalbone,wereusedin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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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btainedresultswereasfollows:

1.Therewasalittleeffectofcorticalbonethicknessonmaximum insertion
torqueormaximum removaltorqueinTypeA mini-screws.ButinTypeB
andC,maximum insertiontorqueandmaximum removaltorqueincreasedas
corticalbonethicknessincreased.Maximum insertiontorqueofTypeC was
highestinallsituation,andthenTypeB,TypeA inorder.

2.Torquelossexistedinallindividuals.TypeA mini-screwsshowedlower
torque loss and longer removaltime than Type B or C,and Type C
mini-screwsshowedshorterremovaltimeandlowerPull-OutStrengththan
TypeA orBinallsituations.

3.There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interrelations between corticalbone
thickness and maximum insertion torque,maximum removaltorque,and
Pull-OutStrengthineachtypeofmini-screws.

Accordingtoourexperiment,thetapertypemini-screw,especiallygradually
increasing thread diametertype,showed the highesttorque value.Itwas
advisabletochoosethetapertypemini-screwsinthincorticalboneareaand
the cylindricaltype in thick corticalbone area.And the study using the
driving torquetesterandexperimentalboneblockscanbeoneofthemost
useful methods in the study to evalu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orthodonticmini-screws.

Key words : orthodontic mini-screw, driving torque tester, cortic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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