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층 단층 단층 단층 촬영을  촬영을  촬영을  촬영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골밀도와 골밀도와 골밀도와 골밀도와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스크루의 스크루의 스크루의 스크루의 안정성에 안정성에 안정성에 안정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길    재    경



단층 단층 단층 단층 촬영을 촬영을 촬영을 촬영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골밀도와 골밀도와 골밀도와 골밀도와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스크루의 스크루의 스크루의 스크루의 안정성에 안정성에 안정성에 안정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지도 황 충 주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길 재 경



길재경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년 월 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주신
황충주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또한 보다 나은 논문
을 위해서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영철 교수님,백
형선 교수님,김경남 교수님,오근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또한 처음 교정학을 공부할 때 도움을 주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 주신 유영규 교수님,손병화 교수님,유형
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차정열 선생님과

교정학 교실 의국원 여러분,연구 실험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고 후원해주는 사랑하는 저의 평생

의 동반자 미정,그리고 사랑스런 태영,하영 그리고 제가 여기
까지 올 수 있게끔 키워주시고 든든한 후원자이신 아버님,어
머님,그리고 장모님께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말과 함께 이 작
은 결실을 바칩니다.

2006년 6월
저자 씀



- v -

차차차 례례례

차례·········································································································································ⅴ
그림 차례·······························································································································ⅵ
표 차례····································································································································vi
국문 요약······························································································································vii

Ⅰ.서론····································································································································1

Ⅱ.연구 재료 및 방법··········································································································4
가.연구 재료····················································································································4
나.연구 방법····················································································································5
다.통계 처리··················································································································10

Ⅲ.연구 결과························································································································11
가.표준 골밀도 보정기를 이용한 HU와 골밀도간의 회귀방정식······················11
나.식립 토오크,제거 토오크,동요도,HU,골밀도,피질골 두께간의

상관성·······················································································································13
다.스크루 형태에 따른 평균,식립 토오크,제거 토오크,동요도,

골밀도간의 유의성·································································································14
라.스크루의 형태와 식립 부위에 따른 식립 토오크,골밀도간의

회귀방정식···············································································································16

Ⅳ.총괄 및 고찰··················································································································19

Ⅴ.결론··································································································································24

참고 문헌·······························································································································25
영문 요약·······························································································································31



- vi -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Fig.1.Drawing of cylindrical& tapertypescrews················································4
Fig.2.Schematic image for mini-screw position·················································6
Fig.3.Experimentalprotocol···························································································6
Fig.4.Position of Dental Phantom and the process of image reconstruct-

        ion according to the occlusal line································································8
Fig.5.Houndsfield Unit measured for ROI(Region of Interest)······················9
Fig.6.Regression graph of BMD values from Houndsfield Units for expe-

        rimental dogs······································································································11
Fig.7.Bar graphs showing insertion & removal torque, BMD and cortical

        bone thickness by screw type·····································································15
Fig.8.Regression equation of insertion torque from BMD by each screw 

type and screw position·················································································17
Fig.9.Regression equation of insertion torque from HU by each screw 

type and screw position·················································································18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Table 1.Calibration of BMD by using Houndsfield Units in the three 

compartments of the Dental Phantom····················································12
Table 2.Pearson correlation test between IT, RT, Mobility, HU, BMD, co- 

rtical bone thickness····················································································13
Table 3.Mean, SD and significance of each values according to the screw 

types···················································································································14



- vii -

국문 국문 국문 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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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정용 미니 스크루가 활발하게 임상에 응용되면서 스크루의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살아있는 성견에서
골밀도와 피질골 두께,식립 위치,스크루 형태에 따른 특성을 CT를 이용하여 알
아보고자 하였다.
HoundsfieldUnit(HU)값은 측정하기 쉬운 반면 방사선 촬영 방법과 X선의 선

량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이 보고되면서 표준 골밀도 보정기(CalibrationStan-
dard)를 이용한 골의 밀도 분석이 더욱 정확한 골질 평가에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웅성 성견 6마리에 실린더형과 테이퍼형의 미니 스크루 96개를 식립하고 표준 골
밀도 보정기를 사용하여 단층 촬영 시 HU를 골밀도(Bone MineralDensity;
BMD)로 보정하여 식립 토오크 및 제거 토오크,피질골의 두께 및 골밀도,동요
도,스크루의 종류와 식립 부위에 따른 상관성과 유의성을 검사하여 골밀도와 스
크루의 안정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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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립 토오크에 대해 스크루 위치(0.84),제거 토오크(0.66),BMD(0.58)와 피질
골의 두께(0.48)의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동요도(-0.57)는 음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P<0.01)

2.테이퍼형의 미니 스크루가 실린더형보다 높은 식립 토오크를 나타내었으나
(P<0.01),제거 토오크 및 동요도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0.05).

3.하악이 상악에 비해 높은 골밀도와 식립 토오크를 보여주었으며 테이퍼형에
서는 21.7N․cm,실린더형은 14.2N․cm로 상악의 6.5N․cm,4.2 N․cm에 비
해 높게 측정되었다(P<0.01).

4.HU에 비해 골밀도(BMD)를 기준으로 식립 토오크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구함
으로써 하악에서 테이퍼형 스크루의 경우 다중회귀방정식에서의 결정계수(R2)가
HU 기준 시 0.26에서 골밀도 기준 시 0.47로 증가하여 골밀도(BMD)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골밀도(BMD)를 응용하여 미니 스크루의 초기 안정성에 대한
예측도를 HU 적용 시보다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미니스크루,피질골,표준 골밀도 보정기(CalibrationStandard),
단층 촬영(CT),골밀도(BoneMineralDensity),
HU(HoundsfieldUnit),식립 토오크,제거 토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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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황황황 충충충 주주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길길길 재재재 경경경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정형외과 분야와 치과분야에서 임플란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교정 영역에서
도 미니스크루가 활발하게 임상에 응용되면서 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arter와 Gioro(1991),Goodman등
(1993),Huja등(2005)에 의하면 미니 스크루의 초기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미세
움직임을 감소시켜 치유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eer
등(2003)은 교정치료 영역이나 보철치료 영역에서 임플란트나 미니 스크루의 성공
여부는 환자의 전신 상태나 재료의 생체적합성,재료의 미세,거시적 성질,의사의
시술과정 및 골질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고,Miyawaki등(2003)은 교
정용 미니 스크루는 대부분의 실패가 조기에 나타나므로 무엇보다 초기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Nordin,Frankel(2001)과 Cunningham(2001)은 스크루의 탈락
은 불량한 bone-screw interface에 의한 염증이 주요인이겠지만 기계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Ryken등(1995),Lu등(2000),Oktenoglu등(2001),Yerby등(2001)은 스크루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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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필요한 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스크루의 직경,길이,pilothole직경,스
크루 나사산의 형태,골의 밀도 등을 이야기했다.
선학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스
크루 요인(screw factor)과 숙주 요인(hostfactor)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스크루
요인은 스크루가 가지는 형태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이며 숙주 요인은 스크루가
식립 될 부위의 골의 양,질(quality)과 관련된 요소이다.이 중 골의 특성은 스크
루 식립 후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임상의에게 제공할 수 있다.피질골
의 두께는 골의 양과 관련된 요소로써 스크루의 초기 안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백(2003)과 이(2004)는 유한요소 분석을 통해 스크루에 측방력을 부여
할 때 대부분의 힘이 피질골에 집중된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박(1999)과 김
(2002)은 상악과 하악에서 부위별 피질골의 두께를 계측하여 스크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부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최근 식립 후 주변조직에 대한 치
유기간 없이 즉시부하를 주는 방법에서 초기 고정력은 스크루의 안정성에 필요한
요건이기에 숙주 요인이 중요하다.
골의 질(quality)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철과와 정형외과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
져 왔다.미니 스크루를 비롯한 스크루 형태의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역학
적인 평가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식립 토오크 및 제거 토오크를 측정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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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루의 디자인 외에 주로 식립 부위의 골밀도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언급하고 있다.
골의 질은 골의 밀도와 관련된 요소로 성별과 나이 및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 피
질골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미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이용한 골밀도의 측정이 정형외과학 분야에서 Genant등(1985)과
Cann(1988)에 의해 이루어져 골의 밀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치과 임플란
트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료계획 수립에 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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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밀도의 측정은 크게 HU(Houndsfield Unit)값을 사용하는 방법과
Hydroxyapatite블럭을 이용하여 측정된 HU값을 골밀도(BoneMineralDensity)
로 전환하여 계측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HU값은 측정하기 쉬운 반면
방사선 촬영 방법과 X선의 선량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이 보고되면서 표준 골밀
도 보정기(CalibrationStandard)를 이용한 골의 밀도 분석이 더욱 정확한 골질 평
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CT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골
밀도에 대한 스크루의 식립 토오크 및 제거 토오크와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객관
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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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111...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과과과 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본 연구에는 12개월 된 12kg의 웅성 성견(Beagledog)6마리를 대상으로 미니
스크루가 식립되었으며 이들의 구입,선택,관리,실험 등은 연세의료원 실험동물
위원회의 동물 실험 조건을 따랐다.
실험에 사용된 미니 스크루는 직경 1.45mm,길이 7mm의 free-drillingtype의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실린더형(OAS-T1507C)과 테이퍼형(OAS-T1507T,
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을 선정하였으며 총 96개가 사용되었다
(Fig.1).

Fig.1.Drawingofcylindricaltype(T1507C)& tapertype(T1507T)screws.

1507T1507C
Measurement

0.70.7PitchP 

1.94-Length of  Taper partl2

77Length of spiral partl1

66Total lengthL

0.951Internal diameterd

1.451.45External diameterD1

Type

1507T1507C
Measurement

0.70.7PitchP 

1.94-Length of  Taper partl2

77Length of spiral partl1

66Total lengthL

0.951Internal diameterd

1.451.45External diameterD1

Type

7         7

6         6



- 5 -

222...표표표준준준 골골골 밀밀밀도도도 보보보정정정기기기(((CCCaaallliiibbbrrraaarrriiiooonnnSSStttaaannndddaaarrrddd)))
본 연구에서는 단층 촬영 시 각기 다른 선량에 의한 HU 값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표준 골밀도 보정기(CalibrationStandard;DentalPhantom,ImageAnalysis
Inc.,Columbia,KY,U.S.A)를 사용하였다.이 표준 골밀도 보정기는 세 부위로 나
뉘어져 있으며 각 부위는 cm3 당 water-equivalentmatrix내에 0mg,75mg,
150mg의 Hydroxyapatite(HA)를 함유하고 있다.

나나나...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식립할 위치는 식립 3일전에 단층 촬영하여 재구성된 상을
통해 식립 할 부위인 치근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평가한 후 결정하였다.
결정된 위치는 하악에서 PM2,PM3,PM4,M1의 치근사이,상악에서는 PM2,
PM3,M1의 치근사이로 식립 위치를 결정하였다(Fig.2).
5-10mm의 잇몸 절개를 시행하여 식염수 관주 하에 스크루의 나사산이 치조

골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웅성 성견 6마리에 식립되었으며 12주 경과 후에
실험을 종료하였다.식립 후 forcegauge를 이용하여 250-300gm 범위의 교정력
을 powerchain을 이용하여 부여하였으며 매 3주마다 교체하였다.스크루는 제거
전에 Periotest(SimensAG,Benshein,Germany)를 이용하여 동요도를 각 부위에
두 번씩 측정하였다.실험기간 동안 동물의 구강위생을 위해 클로로헥시딘 용액을
이용하여 매일 구강양치를 시행하였다.미니 스크루 식립 12주 후에 미니스크루를
제거하였으며 제거 3일전에 다시 단층 촬영하였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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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chematic image for mini-screw position.

Fig.3.Experimental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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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식식식립립립토토토오오오크크크 및및및 제제제거거거토토토오오오크크크 실실실험험험 (((IIInnnssseeerrrtttiiiooonnnTTTooorrrqqquuueee&&& RRReeemmmooovvvaaalllTTTooorrrqqquuueee
TTTeeesssttt)))

ASTM(AmericanSocietyforTestingandMaterials)에서는 식립 토오크를 “스
크루를 물질 속으로 진입시킬 때 스크루와 물질 사이의 마찰력을 극복하는데 필
요한 토오크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최대 토오크(maximum torque)를 “회
전을 계속하는 동안에 스크루 파절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록된 최대의 값”으로 정
의하고 있다.그러나 교정용 미니 스크루의 역학적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은 미니
스크루를 나사부까지 완전히 식립했을 때의 최대 토오크 값이라 판단되어 나사부
까지 식립 시 최종 1/4회전 토크를 식립 토오크로 정의하였다. ASTM에서는 제
거 토오크는 “물질로부터 스크루를 제거할 때 스크루와 물질 사이의 마찰력을 극
복하는데 필요한 토오크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식립 시와는 반대로 제거
시 처음 1/4회전 토크를 제거 토오크로 정의하였다.
스크루 식립 및 제거 시에 토오크 센서(Mark-10,MGT50,N.Y,U.S.A)를 이용

하여 식립 토오크 및 제거 토오크를 측정하였으며 토오크 값은 N․cm으로 변환
하여 기록하였다.

222...단단단층층층 촬촬촬영영영 및및및 골골골밀밀밀도도도 보보보정정정(((CCCTTT PPPrrroootttooocccooolllaaannndddBBBMMMDDD CCCaaallliiibbbrrraaatttiiiooonnn)))

식립 될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크루 식립 및 제거 3일 전에 단층
촬영하였다.성견의 교합평면에 받침대가 평행하게 위치되게 시킨 후 두개를 고정
하였으며 근육진정 마취 하에 시행하었다.
CT HispeedAdvantageCT 촬영 장치 (GEMedicalSystem,Milwaukee,U.

S.A)를 이용하여 3mm 두께의 연속적인 횡단면 나선형 단층 촬영(highresolutio
nalgorithm,512․512matrix,120kV,200mA)을 시행하였으며 이송속도는 6
mm/sec였다.촬영한 기본영상자료를 1mm 두께의 횡단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골밀도 보정을 위해 실험동물의 협측에 표준 골밀도 보정기(CalibrationSt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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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DentalPhantom)을 부착하였다(Fig.4).표준 골밀도 보정기 내에 있는 세 부
분의 HU수치를 측정하여 알고자하는 부위의 골밀도를 표준 골밀도 보정기,즉 다
시 말해서 0mg,75mg,150mgHA/cm3와 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정 측정하였다.

.

Fig. 4. Position of Dental Phantom and the process of image

        re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occlus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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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IIImmmaaagggeeePPPrrroooccceeessssssiiinnnggg
(((VVV---iiimmmppplllaaannnttt,,,골골골두두두께께께 222mmmmmm,,,길길길이이이 444mmmmmm의의의 피피피질질질골골골 측측측정정정,,,식식식립립립 깊깊깊이이이 측측측정정정)))
촬영된 이미지는 V-implant(CyberMed,Seoul,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스크루 제거 전에 촬영된 이미지는 상악과 하악 치열에 각기 다른 occlusalline을
구성하여 1mm 간격으로 transaxialimage로 구성되었다(Fig.4).구성된 이미지
를 통해 식립된 모든 스크루의 위치는 수직적인 위치 경사도가 측정되었으며 bmp
파일로 저장되었다.식립 전 촬영된 단층 촬영도 동일한 occlusalline에 대해 재구
성되었으며 위치화 된 스크루와 bmp파일을 통해 식립 위치를 결정하였다.스크루
가 식립될 위치에 대해 2mm 폭경과 5mm 깊이의 원주형의 구역에 대한 평균
골밀도를 HU로 측정하였으며 Fig.5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다.수질골을 제외
한 피질골의 두께도 함께 측정되었으며 이 부위에 대한 평균 골밀도도 함께 측정
되었다(Fig.5).

Fig. 5. Houndsfield Unit measured for ROI(Region of Interest).

5mm

2mm

0 mm

5 mm

The Position of Screw Insertion

5mm

2mm

0 mm

5 mm

The Position of Screw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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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통통통계계계 처처처리리리

표준 골밀도 보정기를 이용한 각각의 성견에 대한 HU와 골밀도간의 회귀방정식
으로 계산하여 각각의 성견 별로 평균 골밀도를 분석하였다.
식립 토오크,제거 토오크,동요도,HU,골밀도,피질골 두께간의 상관성 계산

을 위해 Spearmantest와 Pearsoncorrelationtest를 사용하였다.
스크루 형태에 따른 평균,식립 토오크,제거 토오크,HU,골밀도간의 유의성 검
증은 Pairedt-test를 이용하였다.
스크루의 형태와 식립 부위에 따른 식립 토오크 및 골밀도간의 회귀방정식을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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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가가가가. . . . 표표표준준준 골골골밀밀밀도도도 보보보정정정기기기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HHHUUU와와와 골골골밀밀밀도도도간간간의의의 회회회귀귀귀방방방정정정식식식

각각의 성견에 대한 표준 골밀도 보정기 내에 있는 세 부분의 HU값에 대한 평
균과 표준편차(Table1)를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구하였다.기울기(parametera)
는 0.813에서 0.935범위에 있었으며 절편(interceptb)은 3.80에서 24.47범위로 계
측되었다.모든 회귀방정식의 상관계수(Correlationcoefficient)는 0.98이상 이었다
(Fig.6).

Fig.6. Regression graph of bone mineral density(BMD) values from       

           Houndsfield Units for experimental dogs. (mgHA/cm
3
=mili grams  

           (0, 75, 150) of hydroxyapatite per cubic cent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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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식식식립립립토토토오오오크크크,,,제제제거거거토토토오오오크크크,,,동동동요요요도도도,,,HHHUUU,,,골골골밀밀밀도도도,,,피피피질질질골골골 두두두께께께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식립 토오크는 스크루 위치와 높은 상관성(0.841)이 관찰되었으며 제거 토오크,
동요도,스크루의 형태,그리고 BMD에서도 상관성이 관찰되었다.또한 피질골
의 두께에서도 상관성(0.476)이 관찰되었다.
제거 토오크는 스크루의 형태와는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동요도는 식립 토오크와 스크루의 위치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특히 피질골
의 골밀도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Table2).

Table 1. Calibration of BMD by using Houndsfield Units in the three 

          compartments of the Dental Phantom.

* HU : Houndsfield Unit

Experimental

group

Calcium Hydroxyapatite Calibration Coefficients

0 mgHA/cm3 75 mgHA/cm3 150 mgHA/cm3

HU HU HU
parameter 

a

parameter 

b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SD Mean SD Mean SD

1 -4.2 0.8 81.6 0.7 168.7 1.1 0.868 3.80 0.99

2 -6.4 6.2 79.4 2.6 176.9 6.3 0.813 7.24 0.99

3 -3.9 1.8 82.3 3.0 178.8 3.4 0.819 4.76 0.99

4 -10.8 5.3 74.1 2.1 169.8 4.0 0.827 10.71 0.99

5 -7.6 2.0 53.0 4.9 149.8 1.4 0.935 14.16 0.99

6 -21.0 5.7 47.8 2.3 160.4 1.4 0.810 24.47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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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 correlation test among insertion torque, removal torque,  

 mobility, Houndsfields Unit, bone mineral density and cortical bone        

 thickness.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Insertion 

Torque

Removal 

Torque
Mobility

Cortical

Thickness

BMD

Total

BMD

Cortical

Screw

Type

Screw

Position

Insertion 

Torque

Correlation 1   .661**  -.577**   .476**   .575** .078    .335**   .841**  

Sig. - .000 .000 .000 .000 .504 .003      .000

Removal 

Torque

Correlation   .661** 1 -.366*   .369**   .425** .058 .035   .542**

Sig. .000 - .026 .001 .000 .622 .764 .000

Mobility
Correlation -.577** -.366* 1 -.350* -.283  -.515** -.271 -.445**

Sig. .000 .026 - .031 .085 .001 .099 .005

Cortical 

Thickness

Correlation   .476**   .369** -.350* 1 .044  .246* .035   .530**

Sig. .000 .001 .031 - .705 .032 .761 .000

BMD 

Total

Correlation   .575**   .425** -.283 .044 1 .013 .084   .462**

Sig. .000 .000 .085 .705 - .909 .468 .000

BMD 

Cortical

Correlation .078 .058  -.515**  .246* .013 1 .152 -.005

Sig. .504 .622 .001 .032 .909 - .189 .966

Screw 

type

Correlation   .335** .035 -.271 .035 .084 .152 1 .001

Sig. .003 .764 .099 .761 .468 .189 - .995

Screw 

Position

Correlation   .841**   .542**  -.445**   .530**   .462** -.005 .001 1

Sig. .000 .000 .005 .000 .000 .966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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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스스스크크크루루루 디디디자자자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식식식립립립 토토토오오오크크크,,,제제제거거거 토토토오오오크크크,,,동동동요요요도도도,,,골골골밀밀밀도도도간간간의의의
유유유의의의성성성

식립 토오크에서 실린더형은 9.28N․cm,테이퍼형은 14.28N․cm로 65%정도 높
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05).반면 제거 토오크는 실
린더형에서 3.59N․cm,테이퍼형에서 3.80N․cm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가 관찰
되지 않았다(P>0.05).식립 후 Periotest를 이용한 동요도 측정에 대해서 하악에서
실린더형은 0.10,테이퍼형은 -2.94로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P>0.05).2종류의 스크루가 식립된 곳의 피질골 두께는 실린더형 및 테이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and significance of each values accordi-

         ng to the screw types

Screw Type Cylinder Taper

Screw Position Mandible Maxilla Total Mandible Maxilla Total Sig*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Insertion 

Torque
14.16 2.19 4.15 2.18 9.28 5.51 21.70 4.66 6.46 2.06 14.28 8.52 0.003*

Removal 

Torque
4.83 2.07 2.29 1.24 3.59 2.13 5.89 4.59 1.83 0.81 3.80 3.81 0.764

Mobility 0.10 2.77 3.20 4.41 1.65 3.92 -2.94 4.03 1.61 3.94 -0.67 4.52 0.093

Cortical 

Thickness
1.98 0.48 1.38 0.60 1.69 0.61 2.02 0.33 1.42 0.51 1.73 0.52 0.761

BMD 1025.93 169.30 850.11 257.95 940.27 231.90 1098.83 180.32 851.93 205.12 978.72 227.55 0.468

* : Significance between cylindrical and taper type



- 15 -

퍼형에 대해 각각 1.73mm,1.69mm로 유사하였으며 골밀도에 있어서도 978.72
mgHA/cm

3와 940.27mgHA/cm
3로 유사하였다(Table3,Fig.7).

Fig.7. Bar graphs showing insertion & removal torque, bone mineral       

        density and cortical bone thickness by screw type(* ;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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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스스스크크크루루루의의의 형형형태태태와와와 식식식립립립부부부위위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식식식립립립 토토토오오오크크크,,,골골골밀밀밀도도도간간간의의의 회회회귀귀귀 방방방정정정식식식

상악에서 실린더형은 골밀도와 식립 토오크간에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테이퍼형은 기울기(parametera)가 0.01,다중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R2)가 0.31로
회귀방정식이 계산되었다.하악에서 실린더형은 기울기가 0.01,절편값이 6.48로 나
타났으며 테이퍼형은 기울기가 0.02로 상악의 테이퍼형보다 2배 높은 기울기로 식
립 토오크가 증가하였으며 R2값도 0.46으로 높게 관찰되었다(Fig.8).
HU와 식립 토오크간의 회귀방정식에는 상악의 실린더형에서 역시 상관성이 관
찰되지 않았으며 테이퍼형에서는 기울기가 0.0089로 낮은 값을 보여 주었으며 R2

도 0.26으로 낮게 측정되었다.하악에서도 회귀방정식이 측정되었으나 실린더형과
테이퍼형에서 R2가 각각 0.24와 0.28로 골밀도와의 회귀방정식에 비해 낮게 계측
되었다(Fi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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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gression equation of insertion torque from bone mineral density 

by each screw type and screw position. Linear regression with 

95.00% mean prediction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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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gression equation of insertion torque from HU by each screw   

        type and screw position. Linear regression with 95.00% mean      

        prediction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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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최근 치과 교정과 영역에서 고정원의 확보를 위해서 교정용 미니 스크루의 사
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정과 영역에서의 미니 스크루에 대한 연구는 보철과
영역의 임플란트에 대한 많은 연구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이다.미니 스크루의 안
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스크루의 형태 및 재질,술자의 시술과정,식립 깊
이,골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체에서 적출되어진 하악골(HomolkaP,등 2002,

BeerA.등 2003)이나 실험용 인공골(임 2005,송 2005,등)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나 미니 스크루에 관한 실험이 이루어져 왔다.이는 실험실상의 조건하에 이루어
져 다양한 구강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서와 같은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이번 실험이 생체에서 실험된 결과는 아닐지라도 살아있는 성견을
통해 생체내 다양한 구강의 변화가 좀 더 실질적으로 실험조건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많은 선학들의 연구에서 스크루의 역학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식립

토오크 및 제거 토오크를 측정하거나 Pull-outstrength를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문헌들에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주로 스크루
나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 등을 포함하는 스크루 디자인과 식립 부위의 골밀도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Brown등(2000),Homolka등(2002),그리고 Hitchon등
(2003)이 식립 토오크와 골밀도 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
며,Koistinen등(2005)은 골밀도가 식립 토오크에 영향을 미쳐서 나이가 많은 사
람의 골보다는 젊은 사람의 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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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ialpullout과 cantileverbendingmode에 대해서 스크루와 골 사이에 전해지는
최대 하중이 피질골의 두께와 수질골의 밀도와 가장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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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elli등(1991)에 의하면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수질골의 강도(strength)및
강성(stiffness)은 골밀도와 방향성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질골 내에서 이
러한 변수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의 범위도 넓다고 하였으며,정
상적인 관절 기능으로부터 야기되는 기계적 하중이 골의 방향성과 구조(structure)
및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Wolff의 법칙”이 해부학적 위치에 따르는 기능에 따
라서 다양한 수질골의 물리적 특성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많은 술자의 경험과 상식에 의존하여 시술하여 오던,피질골이 두껍다거나 골이

더 단단한 경우 스크루는 좀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니 스크루의 초
기 안정성과 관련된 식립 토오크 및 동요도 그리고 제거 토오크와 골밀도와의 상
관관계를 회귀 방정식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이전의 경험적 시술과정에 이론적 배
경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었다.

가가가...식식식립립립 토토토오오오크크크,,,제제제거거거 토토토오오오크크크,,,동동동요요요도도도,,,HHHUUU,,,골골골밀밀밀도도도,,,그그그리리리고고고 피피피질질질골골골의의의
두두두께께께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식립 토오크는 스크루의 위치와 높은 상관성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상악보다 하
악에서 좀더 많은 피질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는 환자를 대상
으로 연구한 Norton,Gamble(2001)과 인공골을 대상으로 연구한 송(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그러나 보철과 영역에서의 임플란트는 상악이건 하악이건 치조
골에 식립되기 때문에 피질골의 두께보다는 임플란트의 길이와 두께에 더 영향을
받는다(Norton,Gamble2001)고 하였다.그러나 교정과 영역의 미니 스크루의 용
도는 보철치료에서의 임플란트와는 달리 식립 위치 및 시술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스크루의 동요도는 이번 실험에서 피질골의 두께와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동요도와 피질골의 골밀도(BMD)간에서도 음의 상관성을 보여
피질골의 두께뿐 아니라 피질골의 골밀도와도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많은 생역학적 연구(Okuyama등,2000;Beer& Homolka등,2003)에서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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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크가 스크류의 초기 안정성(동요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처럼 본 연구에
서도 식립 토오크와 동요도간에 음의 상관성이 관찰되었다.또한 식립 토오크는
Beer등(2003)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골밀도와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한편 Beer등(2003)은 같은 하악골 내에서 골밀도와 임플란트의 위치,또
는 골밀도와 치조골 높이 간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연구에서
는 스크루의 위치가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되어져 골밀도와 스크루의 위치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2005)등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식립 토오
크와 피질골의 두께와도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식립 토오크와 제거 토오크는 이전의 연구에서와 같이 서로간에 역시 양의 상

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피질골의 골밀도와는 식립 및 제거 토오크 모두 상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임상에서 피질골만의 골밀도는 식립과 제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동요도는 피질골의 골밀도(BMD)와 상관성이 있고 피질골
의 두께와도 상관성이 있으므로 피질골의 골밀도와 피질골의 두께는 스크루의 안
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는 피질골의 두께와 안정성간에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한 이(2004)의 연구 결과를 좀 더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결국 미니 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피질골의 골밀도를 비롯하

여 식립위치,피질골의 두께,그리고 식립 및 제거 토오크,스크루의 종류 및 술자
의 술식과정이 있으며 이는 임상에서 스크루 식립시 술자에게 스크루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나나나...스스스크크크루루루 디디디자자자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식식식립립립토토토오오오크크크,,,제제제거거거토토토오오오크크크,,,동동동요요요도도도,,,골골골밀밀밀도도도,,,그그그리리리고고고
피피피질질질골골골의의의 두두두께께께간간간의의의 유유유의의의성성성

식립 토오크에서 식립 위치와 상관 없이 테이퍼형이 실린더형보다 65%정도 높
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05).반면 제거 토오크는 테
이퍼형과 실린더형은 통계적인 유의한 차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이는 이전
의 송(2005)등의 연구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상악,하악 각 악궁의 식립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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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골 두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실린더형의 스크루는 일정한 접
촉면을 가지면서 식립되어지지만,테이퍼형의 스크루는 식립되어지면서 외경이 커
짐에 따라 점점 접촉면이 증가한다.결국 식립 토오크는 모두 테이퍼형이 높게 측
정되었으며 피질골 함량이 더 많은 하악에서 그 차이가 65%정도 높게 측정되었
다.그러나 골밀도 및 피질골 두께는 두 군간에 거의 차이가 없지만 식립 토오크
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이는 골밀도가 취약한 부
분이나 피질골이 적은 부위에 스크루를 식립한다면 스크루의 디자인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립 토오크 및 제거 토오크는 서로 상관성이 있고 식립 토오크 역시 스크루

종류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제거 토오크와 스크루 종류와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이는 테이퍼형에서 제거시 식립시와는 반대
로 외경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접촉 면적이 급감함에 따라 제거 토오크는 식립
토오크에 비해 실린더형보다 많은 양의 토오크 감소가 일어났다.또한 스크루 종
류와 상관없이 식립시와는 달리 제거 토오크의 수치가 작게 나타났는데,이는 최
근의 미니 스크루에 관한 Deguchi(2003)와 송(2005)의 연구에서처럼 회전력에 의
해서 나사부 끝까지 삽입이 완성되어 토오크 값이 최고조로 올랐어도 회전력을
제거하면 식립 후 3-6주 사이에 임플란트 계면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식립
된 물체와의 사이에서 힘의 평형 관계를 이루면서 스크루와 골과의 strain이 상쇄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다다다...스스스크크크루루루의의의 형형형태태태와와와 식식식립립립 부부부위위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식식식립립립 토토토오오오크크크와와와 골골골밀밀밀도도도,,,HHHUUU간간간의의의
회회회귀귀귀방방방정정정식식식

상악에서 실린더형의 미니 스크루에서 식립 토오크와 HU,골밀도간의 회귀 방
정식에서 모두 상관성이 없었으며 테이퍼형의 미니 스크루는 회귀 방정식에서 R2

가 0.26과 0.31을 나타내었다.그러나 하악에서는 실린더형의 미니 스크루는 R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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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와 0.34,테이퍼형의 미니스크루에서는 0.28과 0.46으로 상악에 비해 크게 나타
났다.
상악과 하악에 대해 골밀도와 식립 토오크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하악골과
상악골의 피질골의 구조적인 차이점에 기인한다고 본다.상악에서는 하악에 비해
많은 tabecularbone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피질골이 얇아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
다.이를 다시 스크루의 형태로 구분하였을 때 테이퍼형에서 더욱 강한 상관성을
보여주었으며 하악에서 2배 더 높은 식립 토오크가 증가함이 관찰되었다.이는 스
크루의 형태를 통해 초기 식립 토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HU 값에 대한 식립 토오크와의 선형회귀 방정식의 예측도는 골밀도에 대한 회
귀 방정식의 예측도보다 낮았다.특히 하악에서 테이퍼형에서 골밀도에 의한 경우
0.46에 반해 HU는 0.28로 낮게 측정되었다.이는 HU를 골밀도로 보정하는 것이
골밀도 분석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골밀도와 식립 토오크에 대한 단순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는 0.33이
었으며 스크루의 형태,피질골의 두께를 포함한 다중회귀 방정식의 경우 결정계수
는 0.59로 증가하였다.골밀도를 응용하여 미니 스크루의 초기 안정성에 대한 예
측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스크루의 형태,피질골의 두께도 초기 안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되며 상악에서 피질골과 수질골의 구분이 매우 어
려웠으나 이전에 Huja(2005)가 계측한 상악골과 하악골의 피질골과 유사하다는 점
에서 신뢰성을 더한다.
이번 연구에서 식립 토오크와 골밀도간에 상관계수는 기존의 논문에 비해 낮게
계측되었는데 이는 이전 논문에서 측정된 골이 사체에서 채취한 무치악 형태로써
낮은 골밀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균일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 본다.그러나 실험에서 피질골의 두께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사용된 스크루
는 한 종류만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번 실험과 다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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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웅성 성견 6마리의 상악골 및 하악골에 실린더형과 테이퍼형의
미니 스크루 96개를 식립하고 표준 골밀도 보정기를 사용하여 단층 촬영후 HU를
골밀도(BMD)로 보정하여 식립 토오크 및 제거 토오크,피질골의 두께 및 골밀도,
동요도,스크루의 종류와 식립 부위에 따른 상관성과 유의성을 검사하여 골밀도와
스크루의 안정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
을 얻었다.

1.식립 토오크에 대해 스크루 위치(0.84),제거 토오크(0.66),골밀도(0.58)와 피
질골의 두께(0.48)의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동요도(-0.57)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P<0.01).

2.테이퍼형의 미니 스크루가 실린더형보다 높은 식립 토오크를 나타내었으나
(P<0.01),제거 토오크 및 동요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3.하악이 상악에 비해 높은 골밀도를 보여주었으며 식립 토오크는 테이퍼형에
서는 21.7N․cm,실린더형은 14.2N․cm로 상악의 6.5N․cm,4.2N․cm에 비
해 높게 측정되었다(P<0.01).

4.HU에 비해 골밀도(BMD)를 기준으로 식립 토오크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구함
으로써 하악에서 테이퍼형의 스크루의 경우 결정계수(R2)가 HU 기준시 0.26에서
BMD 기준시 0.47로 증가하여 골밀도(BMD)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결
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골밀도를 응용하여 미니 스크루의 초기 안정성에 대한 예측도
를 HU 적용 시보다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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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CChhhuuunnnggg---JJJuuuHHHwwwaaannnggg,D.D.S.,M.S.D.,PhD.)

Recently,orthodontic mini screws are actively applied on orthodontic
treatment,andmany studieswhichcanaffectthestability ofscrew arein
progress.In this research,the computerized tomography(CT) was taken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screw type,screw position,bone mineral
density(BMD)andcorticalbonethicknessfrom livingbeagledogs.
Houndsfield Unit(HU) values vary from the amount of radiation and

radiographicmethodevenonthesameCT.UsingCalibrationStandard,bone
mineraldensity analysisseemed moreefficientin evaluating accuratebone
quality.Ninety six miniscrews ofboth cylindricaland tapertypes were
insertedtosixbeagledogsandafterCT radiation,HU valuewascalibratedto
bone mineral density by using Calibration Standard. Correlation and
significancewereevaluatedregarding typeofscrew,insertionposition,bone
mineral density,insertion torque,removal torque,mobility,cortical bone
thickness and corticalbone density.And more objective evaluation was
pursuedonthestabilityofscrew andbonemineral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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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btainedresultswereasfollows:

1.Insertion torqu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in the order of screw
position(0.84), removal torque(0.66), BMD(0.575) and cortical bone
thickness(0.48).Mobilityshowednegativecorrelation(-0.57)(P<0.01).

2.Tapertypeminiscrew showedhigherinsertion torquethan cylindrical
type(P<0.01),however,nosignificantdifferencesweredetectedontheremoval
torqueandmobility(P>0.05).

3.Higher bone mineraldensity and insertion torque was measured in
mandiblecomparedtomaxilla(P<.01).

4.RegressionequationwasfoundoninsertiontorqueonthebasisofBMD
ratherthan HU and squared multiple correlation(R2)ofmultiple regression
increasedfrom 0.26measuredbyHU to0.47measuredbyBMD.Theresult
becamemoreobjectiveconvertingtoBMD.

In conclusion,prediction ofearly stability miniscrew could be highly
improvedwhenappliedby bonemineraldensity ratherthanHU.Thereare
samethingstobeconsidered,forscrew type,corticalbonethicknessandother
mattershaveacompoundinfluencesonearlystabilityofminiscrew.

Key words : mini screw, CT, Calibration Standard, cortical bone 

thickness, bone mineral density, HU(Houndsfield Unit), insertion torque,  

removal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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