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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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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크루의 초기 안정성을 높이고자 원추형태를 부여하는 스크루 디자인들이
개발되고 있으며,이는 피질골 층에 조절된 압축력을 유도함으로써 초기고정을 증
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원추형태가 식립 후 시기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원통형과 원추형 미니스크루를 사용하여 시기별 제거 토오
크 및 동요도와 조직시편 분석을 시행하였다.성견 6마리의 하악 협측골에 원통형
과 원추형 교정용 미니스크루(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96개를 식립
하고,식립 시 식립 토오크와 동요도를 측정하고 3주,12주 동안 교정력을 부여한
후,제거 시 제거 토오크와 동요도를 측정하였다.동물 희생 후 미니스크루를 포함
한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여 미니스크루의 골면적비율과 골접촉률을 계측,비교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식립 토오크는 원통형 미니스크루에서 13.6N cm,원추형 미니스크루에서 22.3
N cm로 원추형 미니스크루에서 높은 식립 토오크가 측정되었다 (P<0.001).

2.식립 3주째 제거 토오크는 원통형 미니스크루에서 5.7N cm,원추형 미니스크
루에서 9.1N cm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0.05).

3.식립 12주째 원추형 미니스크루의 제거 토오크는 3.6N cm로 유의하게 감소
하여 (P <0.05)원통형 미니스크루의 4.2N cm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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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통형 미니스크루의 식립 시 동요도는 -0.2로 원추형의 -2.6보다 높게 측정되
었으나 (P < 0.01)12주 후 원통형은 +4.0,원추형은 +4.5로 증가하여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5.식립 3주째 전체 골접촉률은 원통형 미니스크루에서 54.1%,원추형에서 50.6%
로 유사하였으며,12주 후에 각각 62.1%,54.6%로 증가하였으나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6.식립 3주째 골면적비율은 원추형 미니스크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P < 0.05)
12주째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니스크루의 원추구조는 식립 토오크를 유의하게 증가시켜 식
립 후 3주간 안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12주 후 안정성에 있어서는 원통형 미니
스크루와 유사하거나 불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되는 말 :교정용 미니스크루,식립 토오크,제거 토오크,
조직 계측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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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차차차 정정정 열열열

(지도 :황황황 충충충 주주주 교수)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식립이 간편하며 환자의 협조 없이도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며,치아이동의 범위에 대한 고전적인
교정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증례 및 임상결과가 보고되면서 교정영역에서 활발
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Wehrbein 등,1996;Park과 Kwon,2004;Park,
2006a).그러나 미니스크루에 대한 임상적용이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
며,고정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쉽게도 교정치료 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탈락은 종종 일어나며,최근까지 미
니스크루의 탈락률은 10-15%로 알려져 있다(Miyawaki등,2003;Motoyoshi등,
2006;Tseng등,2006).이러한 탈락은 치료 결과에 대한 예측도를 낮출 뿐 만 아
니라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니스크루
의 안정성을 예측하고 높일 수 있는 평가방법과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탈락은 술자,환자,미니스크루 요인 등 복합적인 외부 및
내부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술자 및 환자요인으로써,Chen등(2004)은 식
립위치의 각화상피 유무에 탈락의 원인을 설명하였으며,Buchter등(2005)과 Joos
등(2005)도 부하시기와 힘의 크기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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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waki등(2003)은 미니스크루 주변의 염증 유무,환자의 하악 평면각이 미니
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미니스크루 요소로는
디자인에 관련된 요소로써 폭경과 길이가 관련되어 있다(Okuyama등,2000).
미니스크루의 초기 안정성은 미니스크루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이는 생리적 허용범위 내에 미니스크루의 동요를 예방하여 골계면의 새
로운 골형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Huja등,2005).이러한 미니스크루의 초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식립 시 식립 토오크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Heidemann등,1998;Brown등,2000;Miyawaki등,2003).Cheng등(2004)은
식립 토오크가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초기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
하였고,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식립 토오크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식립 토오크는 임플란트/골 계면의 저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미니스크루에
의해 변위되는 골의 변형응력 수준을 반영할 뿐 아니라 주변골의 골밀도에 대한
간접적인 표시인자로써 초기 안정성 예측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O'Sullivan등,2000;Homolka등,2002;Akca등,2006).
최근 초기 안정성을 높이고자 미니스크루에 원추형태를 부여하는 디자인들이 개
발되고 있으며 이는 피질골 층에 조절된 압축력을 유도함으로써 스크루의 초기고
정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Motoyosi등(2006)은 원추형태로 즉시부하에 대
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임플란트와 주변골의 견고한 기계적 접촉과 관
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Sennerby등(1992)과 Ivanoff등(1996)도 피질골과 임플
란트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몇 개의 나사산만이 피질골에 접촉되어도
임플란트의 유지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골의 침착과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초기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식립 토오크가 높을수록 유리하겠지만,과도
한 토오크로 인하여 주변골에 심한 변형을 일으켜 골 계면에 울혈과 궤사가 야기
되거나 미니스크루의 파절이 일어날 수 있다(Ueda등,1991;Meredith,1998).생
리적으로 적합한 골개조는 50-2700microstrain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상을
넘어갈 경우 골의 형성보다는 골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식립 토오
크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안정성에 해가 될 수 있다(Frost,1998;Harold,2003).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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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Motoyosi등(2006)은 self-tapping형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적절한 식립 토오
크를 5-10N cm라고 제시하면서 너무 강한 식립 토오크는 오히려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non-drilling형의 미니스크루를 하악에서 같이 높은 골밀도를 보이는
곳에 식립하는 경우,drilling없이 미니스크루를 매식하기 때문에 주변골의 과도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며,원추형태의 유무에 따라 식립 토오크의 차이가 클 것으
로 예상된다.그러나 아직까지 self-drilling형 교정용 미니스크루에 대한 식립 토
오크가 미니스크루의 치유과정과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직형태학
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non-drilling형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원추형태가 시기별 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식립 시 식립 토오크 측정과 함께 시기별 제거 토오
크 및 동요도 측정 그리고 조직시편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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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과과과 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본 연구에서는 12개월 된 12Kg의 웅성 성견(BeagleDog)6마리를 대상으로 미
니스크루를 식립하였으며 이들의 구입,선택,관리,실험 등은 연세의료원 실험동
물 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다.
실험에 사용된 미니스크루는 직경 1.45mm,길이 7mm의 non-drilling형의 원
통형(OAS-1507C)과 원추형(OAS-1507T,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
미니스크루를 선정하였으며 총 96개를 사용하였다 (Fig.1).

Fig. 1. Prescription of cylinder and taper type of mini-screws.

222...교교교정정정용용용 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의의의 식식식립립립

실험동물에 Atropine 0.05 mg/Kg을 피하 주사하고,Rompun 2 mg/Kg과
Ketamine10mg/Kg을 정맥 주사하여 전신마취를 유도한 후 2% Enflurane으로



- 5 -

마취를 유지하였고 실험 동안 보온 패드(heatingpad)로 체온을 유지하며 심전도
를 관찰하였다.또 미니스크루 식립 시,식립 부위에 에피네프린(1:100,000)이 포함
된 2% 염산 리도케인을 이용하여 침윤 마취도 함께 실시하였다.

가가가...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 111차차차 식식식립립립 및및및 제제제거거거

미니스크루의 식립 위치는 치근과의 접근도를 CT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수직 수
평적인 위치를 결정하였으며,하악에서 제 2,3,4소구치와 제 1대구치의 치근
사이로 결정하였다 (Fig.2).식립 전에 5-10mm의 잇몸 절개를 시행하였으며 식
염수 관주 하에 미니스크루의 나사산이 치조골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
다.최종 식립 전에 토오크 센서(Mark-10,MGT50,U.S.A.)를 이용하여 최대 식립
토오크를 N cm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식립 후 동요도 측정기(Periotest,Simens,
Germany)를 이용하여 동요도를 계측하였다.
동일 quadrant에 대해 원추형과 원통형 미니스크루를 각각 2개씩 식립하였으며,
실험군의 원통형과 원추형 미니스크루의 경우 양측에 탄성 체인을 걸어 즉시 부
하를 시행하였다.이때 탄성체인은 forcegauge를 이용하여 250-300gm 범위의
힘을 부여하였으며 3주마다 동요도 측정 후 교체하였으며,대조군의 경우 부하를
가하지 않았다 (Fig.2).
각각의 실험군에 대해 3주와 12주 동안의 힘을 부여하였다.12주 부하군은 하악
골의 양측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조군과 함께 식립하였으며,12주 부하군을 식
립하고 9주 후에 반대편 악에 3주 부하군을 대조군과 함께 식립하였다.실험기간
동안 동물의 구강위생을 위해 클로로헥시딘 용액을 이용하여 매일 구강양치를 시
행하였다 (Fig.3).12주 후 미니스크루에 대한 동요도 측정 후 3주 부하군과 12
주 부하군을 동시에 제거하였으며 이때 제거 토오크를 측정하였다.

나나나...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 222차차차 식식식립립립 및및및 동동동물물물 희희희생생생

4개월 동안의 치유기간 후 동일 부위에 미니스크루를 식립하였다.식립 시 식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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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크와 동요도를 측정하였으며 1차 식립과 같은 방법으로 3주 부하군과 12주
부하군 및 대조군을 식립하였다.실험동물은 12주 후 미니스크루에 대한 동요도
측정 후 희생시켰다.

PM2PM2PM3PM3PM3PM3M1M1

CTSCTS FCSFCS CCSCCS FTSFTS

a b

c

PM2PM2PM3PM3PM3PM3M1M1

CTSCTS FCSFCS CCSCCS FTSFTS

a b

c

Fig. 2. Schematic image for mini-screw insertion. a and b, axial and sagittal images  

for the localization of mini-screws; c, force applied groups were reciprocally loaded by 

elastic-chain, FCS= force applied cylinder mini-screw; FTS= force applied taper 

mini-screw; CCS= control group of cylinder mini-screw; CTS= control group of taper 

mini-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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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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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hanasia

Applied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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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 CCS, CTS

0                     3                      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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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w FTS
12w CCS, CTS

weeks

Implantation I Implantation II Removal of miniscrew

Applied Force Applied Force

Applied Force

4 months of healing period

Fig. 3. Timetable for placing mini-screws, w= weeks; FCS= force applied cylinder 

mini-screw; FTS= force applied taper mini-screw; CCS= control group of cylinder 

mini-screw; CTS= control group of taper mimi-screw; 2nd implantation was performed 

after 4 months of healing period from removal of 1st implantation.

333...조조조직직직 슬슬슬라라라이이이드드드의의의 제제제작작작

low-speeddiamondwheel을 이용하여 미니스크루 헤드의 중심에 근,원심으로
notch를 형성하였다.그 후 미니스크루가 포함된 조직 블록을 채취하고 10% 포르
말린 용액에 1달간 고정하였다.조직 고정 후 조직 표본을 14일간 70-100%의 점
진적 고농도의 알코올로 탈수하고 polymethylmethacrylate로 포매한 후 광중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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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경화시켰다.레진 포매된 조직 블록은 미니 임플란트
헤드에 형성된 notch와 미니스크루의 tip을 연결한 평면을 기준으로 diamondsaw
(Maruto,Japan)로 절단하였으며,hardtissuegrindingsystem (Maruto,Japan)으
로 100-110μm 두께의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고 toluidineblue로 염색하였다.

444...조조조직직직형형형태태태학학학 계계계측측측

조직 슬라이드를 광학 현미경 하 100배로 촬영하여 BMP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Image-ProVersion3.0(CyberneticsMedia,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하
였다.미니스크루의 800 μm내에서 조직형태계측이 이루어졌으며 측정변수로 골접
촉률(boneimplantcontact)과 골면적비율(BV/TV,Bonevolume/Totalvolume)을
%로 계측하였으며 골접촉률은 피질골 부위와 전체 매식된 부위로 나누어 계측하
였다 (Fig.4).

 Fig. 4. Histomorphometry analysis for bone-implant contact and bone volume. Bone 

implant contact (BIC) was divided into BIC-cortical within cortical bone layer and 

BIC-total including cancellous bone, and bone volume (BV) was measured within the 

range of 800 μm from implant-bon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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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전체 통계방법은 원추형과 원통형의 미니스크루에서 식립 및 제거 토오크 그리
고 동요도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independentt-test를 시행하였으며
시기별 제거 토오크는 1-wayANOVA test후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시행
하였다.골접촉률과 골면적비율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서 평균과 standard
errorofmean(SE)을 구한다음 시기별,실험군에 대해 각각 Mann-WhitneyU
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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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 성성성공공공률률률

하악에 식립된 총 96개의 미니스크루 중 탈락된 것은 1개로써 미니스크루 성공
률은 99%였다.

222...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 디디디자자자인인인별별별 식식식립립립 및및및 제제제거거거 토토토오오오크크크 (((111차차차 식식식립립립)))

미니스크루의 형태에 따른 식립 토오크는 원추형에서 유의하게 높게 계측되었으
나 (P < 0.001).제거 토오크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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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sertion and removal torque (N cm) for mini-screw typ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eriods by independent t-test;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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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시시시기기기별별별 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 식식식립립립 및및및 제제제거거거 토토토오오오크크크 (((111차차차 식식식립립립)))

Table 1. Insertion and removal torque for loading periods by mini-screw type

                Value 

                Group

Insertion Torque (N cm) Removal Torque (N cm)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eriods
(weeks)

Type Mean SD Mean SD Sig Mean SD Mean SD Sig

3 Cylinder 13.6 2.0 13.6 1.8 NS 5.2 2.2 6.1 1.4 NS

Taper 23.3 3.2 21.5 6.5 NS 10.0 2.3 8.5 5.5 NS

12 Cylinder 14.9 2.4 14.9 3.0 NS 4.3 1.4 4.2 2.9 NS

Taper 20.9 2.7 21.1 4.6 NS 2.7 1.1 3.3 1.8 NS

SD, standard deviation;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식립 및 제거 토오크 간에 시기별 유의성은 없었다
(Table1).또한 서로 다른 시기에 식립된 미니스크루에 대해서 유사한 식립 토오
크가 관찰되었으며 원추형 형태가 원통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식립 토오크가
계측되었다 (P <0.01).제거 토오크는 3주에서 원추형이 원통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P < 0.05)12주째에는 3.0N cm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P
<0.05)원통형에 비에 낮은 평균 제거 토오크가 관찰되었다 (Fig.6,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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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sertion and removal torque for loading periods (N cm)

IT, Insertion torque; RT, removal torque; SD, standard deviation.

Fig. 6. Graphs of Insertion and removal torque for loading period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eriods by independent t-test and Scheffe test, *P < 

0.05; **P < 0.01; ***P < 0.001.

Loading Periods

Type

3 weeks 12 weeks

Cylinder Taper Cylinder Taper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IT (N cm) 13.6 1.8 22.3 5.1 14.9 2.6 21.0 3.6 

RT (N cm) 5.7 1.9 9.1 4.4 4.2 2.2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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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의의의 시시시기기기별별별 동동동요요요도도도 변변변화화화 (((111차차차 식식식립립립)))

식립 시 미니스크루의 동요도는 실험군의 경우 원통형의 -0.2에 비해 원추형이
-2.6으로 높았으며,실험군과 대조군 3주,6주째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2주째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3,Fig.7).

Table 3. Mobility change for loading periods

SD, standard deviation; Sig, significance; N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ylinder and taper mini-screw by independent t-test, *P < 0.05. 

Periotest value with -8 to +9 indicates clinically firm teeth (Shulte and Lukas, 1992).

Periods (weeks)

Mobility

0 3 6 9 12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crew 
Type

Cylinder

Experimental -0.2 2.3 2.8 2.2 2.7 2.1 4.0 1.6 4.0 2.0

Control 1.3 2.4 2.5 2.2 2.4 2.0 3.4 2.9 3.4 2.2

Total 0.6 2.3 2.6 2.2 2.6 2.0 3.7 2.8 3.7 2.1 

Taper

Experimental -2.6 2.4 0.8 2.9 2.9 2.9 2.0 3.2 4.5 3.0

Control -3.7 2.3 1.5 2.3 3.8 2.0 3.4 3.1 4.4 3.1

Total -3.1 2.3 1.2 5.4 3.4 2.9 2.7 3.8 4.4 4.3 

       Sig * NS NS 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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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raph of mobility change for loading periods. Cylinder-E, cylinder type of 

experimental group; Cylinder-C, cylinder type of control group; Taper-E, taper type of 

experimental group; Taper-C, taper type of control group, *P < 0.05.

555...시시시기기기별별별 식식식립립립 토토토오오오크크크 (((222차차차 식식식립립립)))

2차 식립에서도 시기별 동일군에 대해 유사한 토오크가 계측되었으며,원추형 미
니스크루에서 유의하게 높은 식립 토오크가 관찰되었다 (P < 0.01).그러나 1차
식립 토오크와 비교하여 원통형에서는 2.3N cm가,원추형에서는 2.5N cm가 낮
게 측정되었다 (Table4,Fig.8).1차 식립과 2차 식립에 대한 미니스크루 디자인
에 대한 상호교호 작용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5,
Fig.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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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sertion torque and mobil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for 

each loading period

Loading Period

3 weeks 12 weeks

Screw
Type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Cylinder Taper Cylinder Taper Cylinder Taper Cylinder T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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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N cm) 11.3 3.0 19.8 2.7 11.7 2.5 18.0 3.2 12.0 3.3 16.7 3.1 8.7 3.1 18.4 3.4 

IM 2.3 2.2 -1.4 3.5 -0.6 3.3 -0.5 5.5 2.5 3.5 -2.1 3.5 -1.5 2.7 -2.2 2.8 

RM 2.2 2.3 1.0 2.7 4.8 3.6 0.8 1.7 3.2 3.6 1.8 2.5 1.7 2.1 2.9 1.7 

IT, insertion torque; IM, mobility at insertion; RM, mobility at removal; SD, standard 

deviation.

Fig. 8. Comparison of insertion torque between taper and cylinder mini-screw for 

loading period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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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between subject effects for insertion torque

a R Squared = .520 (Adjusted R Squared = .503) Sig, significance; df, degree 
of freedom; Type; comparison of cylinder and taper type; Insertion time; 
comparison of 1st and 2nd implantation. 

Fig. 9. Graph of estimated Marginal Means of Insertion Torque (N cm) between 1st 

and 2nd implant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mini-screw type and insertion time 
was not shown on this graph.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1393.03a 3 464.34 31.06 0.00

Intercept 23979.10 1 23979.10 1603.73 0.00

Type 1188.78 1 1188.78 79.51 0.00

Insertion time 222.88 1 222.88 14.91 0.00

Screw Type * 
Insertion time

0.13 1 0.13 0.01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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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골골골접접접촉촉촉률률률 (((BBBIIICCC)))

조직분석에서 피질골 부위의 골접촉률(BIC)은 실험군 모두에서 감소하였으며,유
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 <0.05).반면 전체 골부위의 골접촉률(BIC)은 시기별
증가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원통형에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원추형의 골접촉
률은 3주째 50.6%,원통형의 경우 54.1%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12주째 원추
형은 54.6% 원통형은 62.1%로 원통형의 평균 골접촉률이 높았으나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Fig.12,Table6).조직슬라이드 사진에서 3주째 스크루와 주
변골조직 간에 접촉도가 높았으나 12주째에 모든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피질골과
의 계면부위에서 골의 흡수양상이 관찰되었다 (Fig.10,11).

Fig. 10. Comparison of histological photo of taper and cylinder mini-screw for 
experimental groups. 3wT, taper mini-screw group at 3 weeks; 3wC, cylinder 
mini-screw group at 3 weeks; 12wT, taper mini-screw group at 12 weeks; 12wC, 
cylinder mini-screw group at 12 weeks, arrow shows extensive bone resorption at the 
mini-screw bone interface, Toluidine stainin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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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histological photo of taper and cylinder screw for control 
groups. 3wCT, taper mini-screw group at 3 weeks; 3wCC, cylinder mini-screw group 
at 3 weeks; 12wCT, taper mini-screw group at 12 weeks; 12wCC, cylinder mini-screw 
group at 12 weeks, arrow shows extensive bone resorption at the mini-screw bone 
interface, Toluidine stainin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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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one implant contact (BIC) of each mini-screw type for loading periods. 

Upper; BIC of cortical bone; lower; BIC of total bon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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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one Implant Contact (BIC) of cortical and total bone area for each period

           Group
BIC (%) in cortical bone BIC (%) in total bone

Experimental Control

Sig

Experimental Control

Sig
Type

Periods
(weeks)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Cylinder 3 90.8 2.2 70.2 11.6 * 54.1 4.8 34.9 5.9 *

12 72.0 9.7 73.6 6.4 NS 62.1 14.2 52.3 9.8 NS

Sig * NS * *

Taper 3 91.5 1.8 81.8 3.5 * 50.6 0.6 38.9 2.8 *

12 71.9 7.2 72.2 6.8 NS 54.6 9.7 48.7 6.5 NS

Sig * NS NS *

SE,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Sig; significance of groups and 
periods by Mann-Whitney U test, *P < 0.05. 

777...골골골면면면적적적비비비율율율 (((BBBVVV///TTTVVV)))

골면적비율은 실험군에서 3주째 원추형 미니스크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P <
0.05)12주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13,Table7).

Table 7. BV/TV (%) of taper and cylinder mini-screw for each period

    Group BV/TV (%)

Experimental Control
Sig

Type
Periods
(weeks)

Mean SE Mean SE

Cylinder 3 49.8 1.7 43.0 5.7 NS

12 55.0 11.1 50.4 5.5 NS

Sig NS NS

Taper 3 57.8 5.3 47.7 8.7 *

12 53.3 7.9 56.5 7.4 NS

Sig NS NS

SE,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Sig; significance of groups and 
periods by Mann-Whitney U test, *P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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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Bone Volume(%) (BV/TV) of each screw type for loading period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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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골접촉률과 골면적비율을 이용
한 간접적인 계측방법뿐 아니라 미니스크루 식립 및 제거 토오크를 이용하는 직
접적인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니스크루를 제거하게 되면
조직형태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니스크루 제거 후 4개월의 치유기간이
지난 다음 동일부분에 미니스크루를 다시 식립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예상했던
대로 2차 식립 시 1차 식립보다 2-2.5N cm 정도 식립 토오크가 감소하여 골질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그러나 식립 차수와 미
니스크루 종류에 따른 상호교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원추
형과 원통형 미니스크루 간의 식립 토오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여전히 관찰되었으
므로 1차 식립에서 측정한 식립 및 제거 토오크를 조직분석결과와 관련지어 해석
하였다.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미 보철영역에서 고안된 원추구조
는 교정용 미니스크루에서도 식립 토오크를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하악
골의 경우 1.5배 정도 식립 토오크가 증가되었다.원추형 구조는 주변골에 변형을
일으켜 골과 밀접한 접촉을 유도하여 동요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고정
원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원추형 구조에서 얻은 초기 고정은 3주째에서도 원통형 미니스크루보다 유의하
게 높은 제거 토오크를 보여줌으로써 식립 후 일정기간 동안 높은 고정력을 유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Ueda등(1991)은 원추형 보철용 임플란트의 식립 토
오크와 제거 토오크 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이번 실험에서 3
주째의 결과와 일치한다.이 시기에 골면적비율도 원추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골
접촉률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이번 결과는 골접촉률만으로는 미
니스크루의 안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전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Kuroda등,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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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2주째 원추형 미니스크루에서 제거 토오크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중장기
적인 안정성에서는 원통형 미니스크루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요도
및 제거 토오크의 평균값에서 원추형이 낮게 측정되었다.초기 골계면에서 발생되
는 과도한 strain이 생체내에서 평형을 이루는 단계에서 제거 토오크가 감소하였
거나 높은 strain에 의한 미니스크루 주변골의 미세손상(microdamage)에 의한 안
정성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다.Sowden과 schmitz(2002)는 이미 non-drilling미
니스크루에서 주위골에 미세손상을 줄 수 있음을 전자 현미경을 통해 지적한바
있다.또한 주변골에 대한 과도한 압축력은 세포에 손상을 주어 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피질골 부위에 흡수를 일으킨다는 이전의 연구가 이번 결
과를 뒷받침한다(Ueda등,1991).Soltesz등(1980)과 Huiskes과 Nunamaker(1984)
도 스트레스가 높게 집중되는 부위의 골에서 일어나는 흡수율에 대해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골접촉률은 전체 식립부위에 대한 골접촉률과 피질골에 대한 골접촉률로 구분하
였는데,피질골 부위는 3주에서 12주째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반면 전체골에서 접촉률은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원추형 미니스크
루에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이는 피질골 부분은 식립 후 발생되는 높은 스
트레스에 의해 미니스크루 계면골의 흡수가 일어나는 반면,상대적으로 응력이 적
은 수질골은 신생골의 생성과 개조가 활발히 일어나서 골접촉률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또한 이러한 결과는 시기별 골면적비율의 증가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관찰기간이 12주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원추형 미니스크루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다.
본 실험의 결과는 self-tapping형 교정용 미니스크루 및 보철용 임플란트의 시
기별 안정성과 비교해볼 때 몇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우선 전체 골접촉률은
원통형에서는 시기별로 증가하여 보철용 임플란트와 유사한 양상이었으나 피질골
부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이다.제거 토오크에 있어서 기존의 골스크루
에서는 시기별 증가가 관찰되었으며(Lee등,2005),보철용 임플란트의 경우에서도
초기 감소양상을 보이다가 4주에서 16주까지 제거 토오크가 증가하는 양상이어서
이번 연구에서 식립 후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과는 반대의 결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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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emark등,1997).이러한 시기별 제거 토오크의 변화에 대한 차이는 식립 전
pilotdrill의 사용 유무와 관련이 크다고 본다.
보철용 임플란트나 기존의 골스크루(bonescrew)연구에서 사용된 스크루는 모
두 식립 전 일정크기의 pilotdrill을 사용하였으므로,식립 시 주변골의 파괴가 상
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식립 후 임플란트 주위로의 신생골의 형성과 골화를 통해
골접촉률이나 골면적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제거 토오크 역시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non-drilling형의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식립 시 주변골의 형태적인
손상이 최소화되고 대신 응력으로 인하여 주변골의 개조현상이 늦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기별로 제거 토오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는 임플란트 주위의 단단한 골의 양이 제거 토오크와 상관성 있다는 이전
의 연구와 일치한다(Branemark등,1997).
박 등(2006b)도 실험용 토끼를 이용하여 non-drilling및 self-tapping형의 미니
스크루에 대한 조직 및 생역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초기 치유과정에서
self-tapping형의 미니스크루에서 주위조직의 손상이 더 컸음을 보고하였다.반
면,식립 후 5주째 non-drilling형의 경우 피질골 부위에서 골의 휨현상(bending)
과 함께 흡수가 두드러진 반면 self-tapping형에서는 계면부위에 신생골의 침착
이 두드러져 결국 골접촉률의 차이가 상쇄됨을 보고하였다.그러나 이전 연구는
피질골로만 구성된 토끼의 대퇴골만을 이용하였으므로 non-drilling형의 미니스크
루에서 골접촉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르며,수질골 부
위를 포함한 이번 실험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골접촉률은 증가한다는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실험군에 대해 식립 후 교정력을 즉시 부여한 후 안정성을
평가하였다.이는 non-drilling형의 미니스크루에서 식립 초기 높은 접촉률과 초
기 안정성에 근거하여 시행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에서 시기별 제거 토오
크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골접촉률에 있어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어 즉시부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Non-drilling형의 미니스크루서 초기 높은 식립 토오크는 식립 후 3주 동안 큰
감소를 보이며,골접촉률에서도 대조군의 경우 골접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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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즉시 부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DeSmet등
(2006)은 골 주위 치유과정 중 만기 부하에 비해 조기 부하에서 더욱 빠른 치유가
일어나며 이는 일정 범위 내의 기계적인 자극 하에서 골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다만 이번 결과가 단단한 피질골로 구성되는 하악을
대상으로 교정력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즉시부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본 실험결과에서와 같이 과도한 식립 토오크를 보이는 경우,시간이 지나면서 피
질골부위의 미니스크루 계면주위의 골 흡수양상으로 인하여 중장기적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따라서 하악에서와 같이 골의 밀도 또는 피
질골이 두꺼워 식립 토오크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 미니스크루의 장기적인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rilling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
만 drilling을 하는 경우 초기 고정에 취약점이 있을 수 있어 초기 약한 힘이나 3
주 정도의 치유기간 후 부하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Park등,2006).
본 동물실험 모델의 경우 14-21N cm으로 높은 식립 토오크가 관찰되었으며 이
는 이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보다 높은 수치이다.물론 이전의 연구는
pilotdrill을 사용하였으므로 self-tapping형에 비해 높은 식립 토오크가 계측된
것이라 사료된다.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 non-drilling형의 식립 토오크
에 대한 연구는 없으므로 사람에서 토오크의 범위를 조사하여 생리적 허용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Motoyosi등(2006)은 self-tapping형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적
절한 식립 토오크를 5-10N cm라고 제시하면서 너무 강한 식립 토오크는 오히려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 제거 토오크의 경우 12주 후 3-4.2N cm로써 이는 14개월 동안 사
람의 하악에서 식립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제거 토오크인 14.5N cm에 비해 매
우 작은 값이며(Chen등 2006)20N cm 이상의 보철용 임플란트에 비해서도 작
은 값이다.그러나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이용한 이전 연구는 평균 13-17mm의
긴 미니스크루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평균 14개월 동안 교정력을 부여하였다는 점
에서 제거 토오크가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며,보철용 임플란트의 경우 5mm 이상
의 폭경을 보이므로 폭경 증가에 따른 제거 토오크의 증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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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noff등,1997).즉시 부하를 가하는 보철용 transitional임플란트의 경우 폭경
이 1.8mm 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크기와 유사하나 7개월 유지 후 10N cm이
상의 높은 제거 토오크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Simon와 Caputo,2002),교정용 미

니스크루 경우에서도 식립 후 장기간의 유지 후 제거 토오크에 대한 측정이 필요
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non-drilling형 미니스크루가 보철용 임플란트와 다른 치유과정
을 보이며 안정성에 있어서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니스크루의 시기별 안정성의 차이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 대해 차별화된 임상
적용을 선택해야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보철용 임플란트나 self-tapping형 미니
스크루에서는 교정력을 늦게 부여해야하지만 non-drilling형에서 초기 단계에 부
여하는 것이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이번 실험에서 미니
스크루 상부구조의 테이퍼의 정도는 일정하였다.테이퍼 각도를 점진적인 증가시
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식립 토오크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리적인 허용범위를 고려한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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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원추형태가 식립 후 시기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시기별 제거 토오크 및 동요도와 조직시편분석을 시행하였다.성견 6마
리의 하악 협측골에 원통형과 원추형 교정용 미니스크루(BiomaterialsKoreaInc.,
Seoul,Korea)96개를 식립하고,식립 시 식립 토오크와 동요도를 측정하고 3주,
12주 동안 교정력을 부여한 후,제거 시 제거 토오크와 동요도를 측정하였다.동물
희생 후 미니스크루를 포함한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여 미니스크루의 골면적비율
과 골접촉률을 계측,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식립 토오크는 원통형 미니스크루에서 13.6N cm,원추형 미니스크루에서 22.3
N cm로 원추형 미니스크루에서 높은 식립 토오크가 측정되었다 (P<0.001).

2.식립 3주째 제거 토오크는 원통형 미니스크루에서 5.7N cm,원추형 미니스크
루에서 9.1N cm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0.05).

3.식립 12주째 원추형 미니스크루의 제거 토오크는 3.6N cm로 유의하게 감소
하여 (P <0.05)원통형 미니스크루의 4.2N cm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4.원통형 미니스크루의 식립 시 동요도는 -0.2로 원추형의 -2.6보다 높게 측정되
었으나 (P < 0.01)12주 후 원통형은 +4.0,원추형은 +4.5로 증가하여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5.식립 3주째 전체 골접촉률은 원통형 미니스크루에서 54.1%,원추형에서 50.6%
로 유사하였으며,12주 후에 각각 62.1%,54.6%로 증가하였으나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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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식립 3주째 골면적비율은 원추형 미니스크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P < 0.05)
12주째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니스크루의 원추 구조는 식립 토오크를 유의하게 증가시켜 식
립 후 3주간 안정성에 도움이 되었으나,12주 후 안정성에 있어서는 원통형 미니
스크루와 유사하거나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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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uuunnngggYYYuuulllCCChhhaaa

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CChhhuuunnnggg---JJJuuuHHHwwwaaannnggg D.D.S.,M.S.D.,Ph.D.)

Thestudy presentedwasdesignedtoanalyzetheprimaryandsecondary
stability characteristics of orthodontic mini-screws with taper part when
comparedwiththecylindermini-screw.A totalof48mini-screwswereplaced
into the buccalalveolar bone of the mandible in 6 male beagle dogs.
Comparison was made between a taperand cylindertype ofmini-screws
(Biomaterials Korea,Seoul,Korea).Maximum insertion torque (MIT)was
measuredusingtorquesensor(Mark-10,MGT 50,US)duringinstallation,and
maximum removaltorque (MRT)was recorded after3 and 12 weeks of
loading (250-300gm).Bone volume and bone implant contact were also
measuredinhistologicsectionforeachloadingperiod.
Theobtainedresultswereasfollows:

1.Tapermini-screwsshowedahigherMIT valueof22.3N cm compared
withcylindermini-screw by13.6N cm (p<0.001).

2.TheMRT ofthetapermini-screw showedasignificantlyhighervalu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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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N cm thanthoseofcylindermini-screw by 5.7N cm at3-weekafter
installation(p<0.05).

3.SincetheMRT oftapermini-screwsdecreasedsignificantlyby3.6N cm
at12weeksofloading (p < 0.05),therewasnodifferenceinMRT value
betweentaperandcylindermini-screws.

4.Themobilityoftapermini-screwsat3weeksofloadingperiodshowed
significantly lower value of-2.6 compared with cylinder mini-screw,but
increasedby+4.5at12weeksofloading.

5.At3weeksofloadingtheBIC ofbothtaperandcylindermini-screws
showed similarvalues of50.6% and 54.1% respectively,and increased by
54.6% and62.1% respectivelyat12weeksofloadingshowingnosignificant
differencebetweenexperimentalgroups.

6.At3weeksofloading,theBV/TV washigherintapermini-screwsthan
in cylindermini-screw (p < 0.05),buttherewasno significantdifference
betweentwogroupsat12weeksofloading.

Theseresultsshowedthatthehighinsertiontorqueofthetapermini-screw
designincreasesinitialstabilityuntil3weeksofloading,butdoesnothave
anyeffectonthesecondarystabilityat12weeksofloading.Therefore,the
furtherinvestigationisrequiredtodeterminethetapershapeoranglewhichis
compatiblewiththephysiologicrangeofboneremodeling.

Keywords:orthodonticmini-screw,insertiontorque,removaltorque,
histomorphometric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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