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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의 종류와 결찰법이 leveling시 force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브라켓은 두 종류로 stainlesssteel(ss)과 ceramic(ce)이었고,0.016″ NiTi
wire를 사용하였다.결찰 방법도 두 종류로 0.009″ stainlesssteel결찰법 (ss
ligature)과 탄성재 결찰법 (O ringligature)을 이용하였다.힘과 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springtester에 세 개의 브라켓을 높이차가 없이 7mm 간격으
로 위치시킨 후 센서를 연결하고,중앙의 브라켓 (A)을 0mm부터 5mm까지 위
로 1mm 씩 올리면서 하중 (loading)을 가하였고,다시 0mm까지 아래로 1mm
씩 내리면서 탈하중 (unloading)시키며 각 단계마다 브라켓 (A)의 수평력 (Fah)
과 수직력 (Fav)을,동시에 인접한 오른쪽 브라켓 (B)의 수평력 (Fbh)과 모멘트
(Mb)를 측정하였다.브라켓과 결찰법을 다르게 하여 ss 브라켓-ss 결찰군
(ss-ss),ss브라켓-O ring결찰군 (ss-O),ce브라켓-ss결찰군 (ce-ss),ce브라
켓-O ring결찰군 (ce-O)에서 측정항목 (Fah,Fav,Fbh,Mb)별로 평균값에 대한
ANOVA 분석을 시행하여 차이를 알아보았고,ss-ss군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브라켓 종류와 결찰법에 따라 서로 다른 수직력 (Fav),수평력 (Fbh),모멘트
(Mb)가 발생하였다.
2.하중 시 Fav,Fbh,Mb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 각각 ss-O 군에서는 106
%,228%,116%,ce-ss군에서는 130%,215%,111%,ce-O군에서는 139%,
477%,129%로 증가하였다.
3.탈하중 시 Fav,Fbh,Mb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 ss-O 군에서는 107%,
213%,127%,ce-ss군에서는 130%,205%,114%,ce-O 군에서는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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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48%로 증가하였다.
4.Forcesystem 변화에 대한 영향력은 ce-O군에서 가장 컸고,ss-O군과 ce-ss
군은 비슷하며,ss-ss군에서 가장 적었다.

NiTiwire로 leveling시 마찰력이 큰 경우에는 인접 브라켓에서 측방력이 크
게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Leveling,NiTiwire,Forcesystem,마찰,결찰,수평력,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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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최최최 광광광 철철철 부교수)

박박박 재재재 우우우

III...서서서 론론론

치아이동은 적용된 힘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이는 힘의 세기 및 방향,
그리고 반응하는 개개인의 치주조직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Hayashi등,
2002).예측 가능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교정 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힘과 모멘
트를 알아야 한다 (Isaacson 등,1995;Lindauer와 Isaacson,1995;Isaacson과
Robellato, 1995). 불규칙한 치아의 배열을 위한 leveling 단계에서 wire가
deactivation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힘의 수준은 excessive,optimal,suboptimal,
subthreshold로 나눠지며 (Burstone,1981),이때 교정 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force
system은 staticallyindeterminatesystem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측정이 어렵다.
또한 wire에 축적된 에너지를 개개 치아에 전달하여 이상적으로 배열하고자 하는
것이 교정치료의 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교정의사에 의해 조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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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forcesystem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에서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와 손,1996).이전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교정 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forcesystem의 수학적인 분석은 small-deflectionlineartheory에 국한되어 있었
다 (Burstone과 Koenig,1974,1988;Ronay등,1989;Isaacson등,1993).이 이론
은 변형이 매우 작고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그러나 임
상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large deflection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러한
small-deflection theory로 양적인 정확성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Koenig와
Burstone,1989).Koenig와 Burstone(1989)은 교정 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force
system을 재현하기 위하여 large-deflectiontheory에 기초한 새로운 수학적인 모
델을 개발하였는데,small-deflection theory로부터 얻어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large-deflectiontheory의 유용함을 증명하였다.Chen등 (1997)은 교정용 스프링
의 large-deformation비선형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였고,그들 역시 비선형적인
large-deflection theory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Hayashi 등 (2004)도 force
system의 재현을 위해 small-deflectiontheory에 기초한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 비
선형적인 large-deflectiontheory로 확장하였고,그러한 특징을 계측하여 wire의
단면과 열처리에 의한 기계적인 성질 변화의 영향에 대해 다룬 바 있다.그들은
실험에서 브라켓이 2°기울어짐이 생기는 순간부터 비선형적인 관계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특히 wire의 stiffness가 증가할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학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NiTi

wire에서 이론적으로 force system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stainless steel
wire와 다른 독특한 특성인 초탄성과 형상기억 성질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NiTi
wire는 하중/변위 곡선이 선형적이지 않고,상전이 (phasetransformation)가 발생
하며,modulusofelasticity가 변하기 때문이다.또한 브라켓과 wire사이의 계면
에서 binding되는 것과 마찰력이 wire의 힘의 전달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초기 치아배열에 있어 불규칙한 치아에 NiTiwire를 삽입했을 때 인접치아의

브라켓에서 wire가 얼마나 잘 빠져 나가는가에 따라 힘과 모멘트의 크기가 달라
진다.예를 들면,leveling하려는 치아의 수직적 위치가 극단적으로 높아 wire를
크게 activation할 때나 인접치아의 브라켓에서 결찰력이 너무 강한 경우 wir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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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져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이를 zeroslipcondition이라 한
다 (Burstone등,1974).교정용 wire에 있어 이러한 마찰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다.와이어가 휘어지는 것은 인접 브라켓에 수직력을 발생시키고,그 결과 마찰력
을 생성시키는데 이는 와이어를 구부린 힘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여기에 탄성재
나 stainlesssteel결찰 역시 부가적인 마찰력을 발생 시킨다.이러한 마찰력과 관
련된 것들의 중요성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또한 인접치아의 수직적 변위정도에도
영향을 받고 각형호선에 의한 토오크의 적용에도 영향을 받는다 (Meling 등,
1997).
심한 총생이 있는 악궁의 모든 브라켓에 wire를 삽입한다면,wire는 브라켓과

튜브를 통해 미끄러지면서 deactivation되어 악궁의 둘레 길이는 증가할 것이다.
브라켓에 삽입하며 발생되거나 결찰에 의해 생성되는 마찰력은 이 같은 움직임을
방해할 것이다.비록 wire가 deactivation되는 과정 중 마찰력은 치아이동을 위해
극복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치아에 전해지는 netforce에 대한 마찰력
의 중요성은 명확하지 않다.마찰력의 총 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데,브라켓과 wire사이에 발생되는 마찰력은 activation힘과 마찰 계수에 영향을
받는다 (Meling등,1997).브라켓에 wire를 삽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교정의
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결찰 방법이나 브라켓 재질의 선택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leveling단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NiTiwire에 대한 하중/변위

곡선이나,마찰력,변이 온도 (transitiontemperature)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져 이론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 하였으나 실제로 악궁에 NiTiwire가 삽
입된 상태에서 치아의 변위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forcesystem을 추적하여 실측
한 연구는 많지 않다.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기 치아배열에 사용하는 NiTi
wire를 삽입하였을 때 브라켓에 발생하는 forcesystem을 알아보고,브라켓의 종
류와 결찰 방법에 따른 차이가 force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 실제 임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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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브라켓은 0.018″ slot의 하악 중절치용 standardtwin브라켓으
로 0°토오크,angulation을 가지는 stainlesssteel(TomyCo.,Japan)과 ceramic
(CrystalineIV®,Tomy Co.,Japan)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Fig.1).Stainless
steel(ss)브라켓과 ceramic(ce)브라켓의 폭경은 각각 2.086±0.011mm,3.002
±0.008mm 이었다.wire는 0.016″ NiTi(Sentalloy®,TomyCo.,Japan)를 사용
하였고,평균직경은 0.4044 ± 0.003 mm 이었다.결찰재로는 0.009″ stainless
steel결찰선 (ssligature)과 탄성 결찰재 (O ring,Dispense-a-tieligaturesclear,
TPOrthodonticsInc.,USA)의 2종류를 사용하였다.

A B
Fig.1.Orthodonticbrackets
A.stainlesssteelbracket(meanslotwidth0.458±0.010mm)
B.ceramicbracket(meanslotwidth0.459±0.014mm)
Arrow indicatesslotwidthofthebr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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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방법
1)시편 제작
(1)wire시편
시편 wire는 0.016″ preformedroundNiTiwire의 비교적 곧은 distal분절을

길이 50mm가 되도록 잘라서 사용하였다.
(2)브라켓 시편
Forcesystem을 규명하기 위하여 힘과 모멘트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digital

sensor(Orthomeasure®,resolutionofforce:±1.0g,resolutionofmoment:±
5.0gmm)를 springtester에 연결하였다.3개의 stainlesssteel브라켓 중 왼쪽에
있는 하나는 springtester의 고정된 블럭에 접착하였다 (Fig.3).나머지 두 개의
브라켓 중 수직적인 높이 차를 재현 하는 중앙의 브라켓을 A라고 하였고,이 브
라켓을 digitalsensor와 연결되어 있는 chuck에 부착하여 수평력 (Fah)과 수직력
(Fav)을 측정하도록 하였다.오른쪽에 있는 브라켓을 B라고 하였고,이 브라켓을
digitalsensor와 연결되어 있는 chuck에 부착하여 수평력 (Fbh)과 모멘트 (Mb)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접착재는 자가중합형 레진 시멘트 (Super-C Ortho®,
Amco,USA)였고,브라켓 간 거리는 7mm로 서로 높이차가 없이 위치시켰다.
Ceramic브라켓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Fig.3).

A B
Fig.2.Apparatususedtomeasureforcesystem
A.SpringtesterandDigitalsensor(Orthomeasure®),B.Read-out
ForceandmomentweremeasuredbysensordisplayedontheRead-ou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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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3.Springtester
A.Top view:Mounted bracketand wire(fixed leftbracketon theblock,
movingcenterbracket(A),andfixedrightbracket(B)connectedthesensor)
B.Sideview:Testprocesssimulatedlevelingphase
C.Schematicdiagram offorcesystem

(3)결찰 방법
0.018″ x0.025″ stainlesssteelwire로 세 개의 브라켓 사이의 passivity를

확인하고,동일한 한 사람이 시편 wire를 삽입한 후 결찰 하였다.결찰 방법은 두
종류로 달리 하였는데,각각의 시편에 대해 stainlesssteel결찰의 경우는 0.012″
stainlesssteelwire를 시편 NiTiwire에 덧대고 그 위를 0.009″ stainlesssteel
결찰선으로 견고하게 결찰 하였다.결찰 후 0.012″ stainlesssteelwire는 빼 내
어 느슨한 결찰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Meling등,1997).한편 탄성재 (O ring)
결찰은 통상의 방법을 시행하였다.

2)실험군 분류
브라켓의 종류와 결찰 방법에 따라 네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1)ss브라켓-ss결찰군 (ss-ss)
(2)ss브라켓-Oring결찰군 (ss-O)
(3)ce브라켓-ss결찰군 (ce-ss)
(4)ce브라켓-Oring결찰군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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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orcesystem 측정
(1)부호의 정의

A B
Fig.4.Signconvention(+:→,↑,↷ )
A:noligation,B:ligation
Fah:horizontalforceonbracketA
Fav:verticalforceonbracketA
Fbh:horizontalforceonbracketB
Mb:momentonbracketB
FC:additionalcompressiveforceduetoligation

위의 그림 (Fig.4)처럼 수직적 높이차이만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3개의
브라켓 (A:중앙,B:오른쪽,C:왼쪽)에 wire가 삽입된 경우,이때 나타나는 force
system은 Fig.4-A와 같다.즉,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중앙의 브라켓 A에는 아래
로 향하는 수직력 (Fav)과 좌,우로 수평력 (Fah)이 발생된다.이 때 브라켓 B와
C에는 크기는 1/2이며,방향이 반대인 수직력 (-1/2Fav)이 생기며 수평력 (Fbh)이
발생하고,모멘트 (Mb)가 발생한다.브라켓 B와 C에서의 모멘트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만약 결찰을 하게 된다면,Fig.4-B처럼 양 옆의 브라켓을 통해
wire가 미끌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부가적인 수평방향의 힘 (FC)가 생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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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치 획득
Springtester와 digitalsensor의 0점을 조정하고 중앙의 브라켓 (A)을 위쪽으

로 1mm 씩 올려 5mm까지 하중을 가하면서 네 가지의 측정항목 (Fah,Fav,
Fbh,Mb)을 기록하고,다시 1mm 씩 내려 0mm까지 탈하중한 결과를 얻었다.
각 시편 wire는 1회의 실험이 끝나면 버리고 새 wire로 바꾸어 실험 하였다.이
상의 실험을 각각의 실험군에 대하여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었다.



- 9 -

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브라켓 (A)의 수평방향의 힘 (Fah)
하중 및 탈하중 구간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Stainless steel브라켓과

ceramic브라켓의 차이 및 결찰 방법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모든 실험군에
서 전체적인 힘의 범위는 -78.2g~53.8g으로 나타났다 (Table1,2,Fig.5).

 Table1.HorizontalforceonbracketA (Fah)duringloadingprocess

Table2.HorizontalforceonbracketA (Fah)duringunloadingprocess

Fah(g)
0mm 1mm 2mm 3mm 4mm 5mm

ss-ss 0 13.6 13.6 -0.6 -17.6 -16.0
ss-O 0 13.8 15.6 9.4 16.4 13.2
ce-ss 0 20.0 24.8 12.6 -15.2 -78.2
ce-O 0 16.4 20.8 -1.0 -25.6 -48.2

Fah(g)
5mm 4mm 3mm 2mm 1mm 0mm

ss-ss -16.0 20.0 51.6 18.6 1.8 -0.6
ss-O 13.2 42.4 53.8 24.0 11.4 2.6
ce-ss -78.2 -62.0 -34.6 -3.0 0.0 1.8
ce-O -48.2 -33.0 -7.0 31.6 25.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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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force on bracket A (F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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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Loading/UnloadingcurveofFah

2.브라켓 (A)의 수직방향의 힘 (Fav)
하중과 탈하중 시 Fav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 ss-O군은 106%,107%,

ce-ss군은 130%,130%,ce-O 군은 139%,141%로 수직력의 증가를 보였다
(Table3,4,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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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VerticalforceonbracketA (Fav)duringloadingprocess

Table4.VerticalforceonbracketA (Fav)duringunloadingprocess

Vertical force on bracket A (F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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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Loading/UnloadingcurveofFav

Fav(g)
0mm 1mm 2mm 3mm 4mm 5mm

ss-ss 0 -160.0 -309.2 -409.6 -530.4 -655.2
ss-O 0 -166.8 -333.4 -445.4 -556.6 -691.4
ce-ss 0 -189.8 -362.6 -505.6 -664.2 -855.6
ce-O 0 -193.4 -367.4 -524.6 -705.8 -909.0

Fav(g)
5mm 4mm 3mm 2mm 1mm 0mm

ss-ss -655.2 -388.2 -186.4 -98.4 -81.4 5.0
ss-O -691.4 -427.2 -216.0 -97.4 -78.6 12.8
ce-ss -855.6 -568.2 -308.8 -140.0 -117.2 2.4
ce-O -909.0 -629.0 -370.8 -179.4 -103.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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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브라켓 (B)의 수평방향의 힘 (Fbh)
하중 시 Fbh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ss-O 군은 228%,ce-ss군은 215

%,ce-O군은 477%로 힘의 증가를 보였다 (Table5,Fig.7).
탈하중 시 5mm~2mm까지의 구간에서 Fbh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

ss-O 군은 213%,ce-ss군은 205%,ce-O 군은 242%로 힘의 증가를 보였다
(Table6,Fig.7).

Table5.HorizontalforceonbracketB(Fbh)duringloadingprocess

Table6.HorizontalforceonbracketB(Fbh)duringunloadingprocess

Fbh(g)
0mm 1mm 2mm 3mm 4mm 5mm

ss-ss 0 -2.8 -17.4 -23.6 -32.0 -46.2
ss-O 0 -5.6 -34.6 -69.2 -91.4 -105.2
ce-ss 0 -7.2 -41.4 -80.6 -111.8 -99.4
ce-O 0 -12.2 -46.0 -111.0 -181.6 -220.2

Fbh(g)
5mm 4mm 3mm 2mm 1mm 0mm

ss-ss -46.2 -8.2 11.0 46.0 32.0 3.8
ss-O -105.2 -35.8 25.6 91.2 84.2 54.2
ce-ss -99.4 -38.8 34.6 90.0 47.0 2.4
ce-O -220.2 -162.4 -88.2 2.6 74.8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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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force on bracket B (F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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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Loading/UnloadingcurveofFbh

4.브라켓 (B)의 모멘트 (Mb)
하중 및 탈하중 시 Mb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 ss-O 군은 116%,127

%,ce-ss군은 111%,114%,ce-O군은 129%,148%로 모멘트의 증가를 보였
다 (Table7,8,Fig.8).
특히,탈하중 1mm~0mm 구간에서는 ss-O 군과 ce-O 군에서 급격한 Mb값

의 감소를 보이며 0mm에서는 각각 -67.6gmm,-144.8gmm의 반대방향의 모멘
트를 나타내었다 (Table8,Fi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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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MomentonbracketB(Mb)duringloadingprocess

Table8.MomentonbracketB(Mb)duringunloadingprocess

Moment on bracket B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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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Loading/UnloadingcurveofMb

Mb (gmm)

0 mm 1 mm 2 mm 3 mm 4 mm 5 mm

ss-ss 0 111.0 386.2 604.2 735.6  863.2

ss-O 0 196.8 504.2 717.8 865.8 1004.8

ce-ss 0 305.4 651.4 860.2 981.4  956.0

ce-O 0 296.0 605.6 840.2 997.8 1109.6

Mb (gmm)

5 mm 4 mm 3 mm 2 mm 1 mm 0 mm

ss-ss  863.2 678.6 407.4 207.8 170.8   17.2

ss-O 1004.8 785.6 499.0 226.0 135.4  -67.6

ce-ss  956.0 779.2 568.4 320.8 237.8  -10.0

ce-O 1109.6 906.4 643.4 330.8 116.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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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이상적인 교정용 호선은 약하고 지속적인 힘으로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환자의 불편감과 치주인대의 괴사 및 간접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Proffit,2000).초탄성 NiTiwire는 주로 초기 배열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이는 NiTi만의 고유한 초탄성 성질과 형상 기억 성질 때문이다 (Miura
등,1986).만약 leveling과정에서 인접한 브라켓과 wire사이의 마찰력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wire는 deactivation되지 않을 수 있다 (Burstone등,1974).NiTi
wire를 activation하는 동안 변위된 치아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인장력으
로 작용하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며,deactivation동안 마찰력을 극복
하기 위해 치아에 작용하는 힘은 더 작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중 중앙의 브라켓(A)에 작용하는 수평력 (Fah)은

브라켓과 결찰법,높이차에 상관없이 비교적 작은 값을 보였다 (-78.2g~53.8g).
이는 인접 브라켓의 결찰력 차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론적으로는 Fah의
값은 0에 가까워야 하는데,실제로는 인접한 좌,우측 브라켓에서 결찰의 세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당겨지거나 밀리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다.
한편 비교적 일정한 양상과 실험군 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중앙의 브라켓

에 작용하는 수직력 (Fav)과 인접한 브라켓에 작용하는 수평력 (Fbh),모멘트
(Mb)이었다.NiTiwire와 브라켓 사이의 마찰이 큰 경우 하중 시 Fav와 Mb의 증
가와 탈하중 시 감소를 예상하였고,Fbh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그런데
하중 시 Fav,Fbh,Mb의 실험군 간의 차이는 예상한 대로,대조군인 ss-ss군 보
다 실험군 (ss-O 군,ce-ss군,ce-O 군)에서 측정치의 증가를 보였지만,탈하중
시 마찰이 클 것이라고 예측한 실험군에서 Fav와 Mb의 값이 작게 나타나야 하는
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이 같은 이유는 마찰이 큰 실험군 일수록 하중 시 이미
Fav와 Mb의 값 자체가 커진 상태에서 탈하중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연구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바로 인접 브라켓에 작용하는 수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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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h)의 변화이다.하중 시 Fbh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ss-O 군은 228%,
ce-ss군은 215%,ce-O 군은 477%의 증가로 다른 측정항목의 변화 정도에 비
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었고,탈하중 5mm~2mm까지 구간에서도 Fbh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ss-O 군은 213%,ce-ss군은 205%,ce-O 군은 242
%의 차이가 있었다.또한 브라켓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탄성재 결찰군에서 탈하중
2mm~0mm 구간에서 힘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이었다.이는 탄성재
결찰시 느슨한 stainlesssteel결찰법 보다 마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브라켓 차이와 결찰방법 차이가 forcesyste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면 브라켓 차이에 의한 영향이 결찰법 차이에 의한 영향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브라켓 종류에 따른 마찰 계수의 차이가 결찰법에 따른 수직항력
의 차이보다 큰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 ceramic브라켓과 O ring결찰군에서 마찰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하중 시 중앙의 브라켓에 더 큰 수직력과 인접 브라켓에 더 큰 수평력
과 모멘트를 발생시킨 사실은 이전의 Pratten등 (1990),Bender등 (1991),그리
고 Ireland등 (1991)의 브라켓 재질에 대한 마찰력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또한
결찰 양식에 대해서도 성과 박 (1991)은 stainlesssteel결찰선으로 느슨하게 결찰
한 경우보다 탄성재 결찰의 경우에서 마찰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이 역시 이
번 연구의 결과와 부합된다.
NiTiwire의 하중/변위 특성에서 나타나는 상전이 (phasetransformation)에

의한 hysteresis(이력 현상)이외에,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hysteresis를 생각해
볼 수 있다.Hysteresis란 하중과 탈하중 과정에서 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말하
는데, 상전이에 의해 생기는 기계적 hysteresis와 열적 hysteresis가 있고
(Burstone등,1985;Kusy,1997;Meling과 Odegaard,1998;Dixon등,2002),마
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있다.임상적으로 이러한 hysteresis는 NiTiwire의 적용
시 발현되는 정확한 힘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이번 실험에서 hysteresis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결찰 방법과 브라켓 재질 차이와 관련된 마찰에 대한
것인데,Fav와 Mb항목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즉,마찰의 증가는 NiTi



- 17 -

wire의 stiffness를 증가시켜 (Meling등,1997)hysteresis를 크게 한 역할을 하였
는데,이것은 하중 시에 증가된 힘의 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임상적으로
hysteresis의 차이가 적을수록 호선의 변형이 쉬워 치아의 변위가 심한 경우에도
호선의 삽입이 쉽고 가해지는 힘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이러한
hysteresis를 줄이기 위해 Burstone등 (1985)은 브라켓에 wire를 결찰할 때 느슨
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고,Tripolt등 (1999)과 Sachdeva등 (1997)은 hysteresis를
이용하여 초기의 과도한 힘을 줄이고 일정한 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
미리 과활성을 시행한 뒤 어느 정도 비활성화 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NiTiwire의 성질인 초탄성 범위가 나타나는 변형의 범위는 Fav곡

선 (Fig.6)을 보았을 때 알 수 있었는데,하중 시 stainlesssteel브라켓 실험군에
서의 modulusofelasticity가 ceramic브라켓 실험군보다 더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탈하중 시에도 좀 더 넓은 범위 (3mm~1mm)의 수평부분 (plateau)
을 보였다.이 사실은 Storey와 Smith(1952)의 연구 결과인 탈하중 곡선에서 수
평부분 (plateau)는 2.5mm~1mm 변위시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부합된다.
하지만 탈하중 1mm 이하부터는 stainlesssteel과 ceramic브라켓 모두에서 다시
Hooke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의 한계로는 wire를 삽입한 뒤 하중 과정을 거친 다음 탈하중 실험

을 하였는데,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처음부터 탈하중 실험에 대한
것이었다.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미리 정해진 높이까지 NiTiwire를
activation하여 탈하중 실험을 시도하였으나 매회 재현성이 떨어졌고,Fav,Fbh,
Mb값을 일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또 다른 한계로는 standard브라켓으
로 실험을 하였고,inandout이나 토오크의 변화를 배제한 단지 높이만 변화시킨
실험이었기 때문에 요즈음 널리 사용되는 SWA (straightwireappliance)브라켓
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실제 임상적으로 불규칙한 악궁 전체의 leveling과정을
재현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좀 더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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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수직적인 위치 차이가 있는 초기 치아 배열에 사용하는 초탄성 형상기억 합금
NiTiwire를 삽입하였을 때 브라켓에 발생하는 forcesystem을 알아보았다.브라
켓의 종류와 결찰 방법에 따른 차이가 forcesystem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
았다.

1.브라켓 종류와 결찰법에 따라 중앙의 브라켓 (A)에서 수직력 (Fav),인접한 오
른쪽 브라켓 (B)에서 수평력 (Fbh)과 모멘트 (Mb)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2.하중 시 Fav,Fbh,Mb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 각각 ss-O 군에서는 106
%,228%,116%,ce-ss군에서는 130%,215%,111%,ce-O군에서는 139%,
477%,129%로 증가하였다.
3.탈하중 시 Fav,Fbh,Mb는 ss-ss군의 측정치에 비해 ss-O 군에서는 107%,
213%,127%,ce-ss군에서는 130%,205%,114%,ce-O 군에서는 141%,
242%,148%로 증가하였다.
4.Forcesystem에 대한 영향력은 ce-O군에서 가장 컸고,ss-O군과 ce-ss군은
비슷했으며,ss-ss군에서 가장 적었다.

NiTiwire로 leveling시 마찰력이 큰 경우에는 인접 브라켓에서 측방력이 크
게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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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요 약

Abstract

Forcesystem ofnickel-titanium (NiTi)wireinaccordancewith
bracketmaterialsandligationmethods

JaeWooPark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AssociateProfessorKwangchulChoy)

Thepurposeofthisstudywastoevaluatetheeffectofforcesystem on
nickel-titanium (NiTi) archwire using different brackets,ligation methods
duringlevelingphase.Twotypesofbrackets(stainlesssteel,ceramic)were
tiedwithtwoligationmethods(0.009″ stainlesssteelligature,elastomer)and
0.016″ NiTiarchwirewasused.Threebracketsweremounted on asame
horizontalplane to a spring testerthatmeasured force and moment,and
interbracketdistancewas7mm.Thecenterbracket(A)attachedtothesensor
moved upward and downward which measured horizontalforce (Fah)and
verticalforce(Fav).Thebracketontheright(B)wasalsoattachedtothe
sensorwhichmeasuredhorizontalforce(Fbh)andmoment(Mb).Thecenter
bracketmovedupwardfrom 0mm to5mm andthedownwardfrom 5mm to
0mm inincrementsof1mm.Foreachloadingandunloadingstage,Fah,Fav,
Fbh,Mbwasmeasured.Fourexperimentalgroups;ssbracketwithssligature
(ss-ss)group,ssbracketwithO ring(ss-O)group,ceramicbracketwithss
ligature(ce-ss)group,ceramicbracketwithO ring(ce-O)groupwere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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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andthemeansoftheFah,Fav,Fbh,Mbwerecomparedusing
ANOVA.Therelativeratiooftheexperimentalgrouptothess-ssgroupwere
examined.Theresultswereasfollows.

1.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within theverticalforce(Fav)ofthe
centerbracket(A),andthehorizontalforce(Fbh)andmoment(Mb)ofthe
neighboring bracket(B)in accordance with bracketmaterials and ligation
methods.
2.Underloading,therelativeratiosofFav,Fbh,Mbincreasedby106%,228
%,116% forss-O group;130%,215%,111% force-ssgroup;139%,477
%,129% force-Ogroupcomparedtothess-ssgroup,respectively.
3.UnderunloadingtherelativeratiosofFav,Fbh,Mbincreasedby107%,
213%,127% forss-O group;130%,205%,114% force-ssgroup;141%,
242%,148% force-Ogroupcomparedtothess-ssgroup,respectively.
4.Ce-Ogrouphadthemostinfluenceonchangesintheforcesystem followed
byss-O andce-ssgroupwithsimilareffects,andss-ssgroupwiththeleast
effect.

Theresultsabovesuggestthathorizontalforceoftheneighboringbracket
occurredhighlyinthepresenceofheavyfrictionalforceduringlevelingphase.

Keywords:Leveling,NiTiwire,Forcesystem,Friction,Ligation,
Horizontalforce,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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