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상악상악상악상악    치열치열치열치열    후방견인후방견인후방견인후방견인    시시시시    

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    대한대한대한대한 3 3 3 3차원차원차원차원    유한요소유한요소유한요소유한요소    분석분석분석분석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과치의학과치의학과    

성성성성        의의의의        향향향향    



 

 

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상악상악상악상악    치열치열치열치열    후방견인후방견인후방견인후방견인    시시시시    

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    대한대한대한대한 3 3 3 3차원차원차원차원    유한요소유한요소유한요소유한요소    분석분석분석분석    

    

    

지도지도지도지도    이이이이    기기기기    준준준준    교수교수교수교수    

    

이이이이    논문을논문을논문을논문을    석사석사석사석사    학위논문으로학위논문으로학위논문으로학위논문으로    제출함제출함제출함제출함    

    

2008200820082008년년년년 7 7 7 7월월월월        일일일일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과치의학과치의학과    

성성성성        의의의의        향향향향    



성의향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2008년 7월  일



 

 

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글글글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따뜻한 배려와 함께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준 지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부족한 논문을 꼼꼼히 살펴주신 박영철 교수님과, 황충주 교수님, 그리고 한 

사람의 교정의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백형선 

교수님, 유형석 교수님, 차정열 교수님, 김경호 교수님, 정주령 교수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해 아낌없이 지도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성상진 선생님 및 조영수 박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많은 격려 및 도움을 주었던 동기들, 이윤섭, 채지현, 임경섭, 

정다미 선생과 의국 후배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소홀한 딸이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과, 옆에서 늘 힘이 되어 주고 보살펴 준 언니, 

말없이 뒤에서 든든하게 믿어주는 오빠 내외,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나연이 

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8년 7월 저자 씀 



 

i 

 

차차차차                        례례례례    

    

표표표표    및및및및    그림그림그림그림    차례차례차례차례                                                     iii                                                     iii                                                     iii                                                     iii    

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iv                                                           iv                                                           iv                                                           iv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1                                                              1                                                              1                                                              1    

    

II. II. II. II. 연구연구연구연구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4                4                4                4    

 1. 유한요소 모델의 제작                                                 4 

 2. 실험 방법 및 유한 요소 해석                                           6 

1) 실험 방법                                                            6 

2) 유한 요소 해석                                                       9 

 

III. III. III. III. 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1                                                       11                                                       11                                                       11    

 1. 후방 힘의 적용 시 견인 훅의 높이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분포 양상   11 

 2. 후상방 힘(single force)의 적용 시 견인 훅의 전후방 위치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 분포 양상                                          15 

 3. 후상방 힘(paired force)의 적용 시 견인 훅 및 미니스크류의 전후방  

위치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분포 양상                                19 

 

 



 

ii 

 

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23                                                            23                                                            23                                                            23    

    

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2                                                          2                                                          2                                                          27777    

    

참고참고참고참고    문헌문헌문헌문헌                                                                                                                                                                                                                                        28282828    

영문영문영문영문    요약요약요약요약                                                          3                                                          3                                                          3                                                          35555    

    

    

    

    

    

    

    

    

    

    

    

    

    

    

    



 

iii 

 

표표표표    및및및및    그림그림그림그림    차례차례차례차례    

 

Table 1. Material properties                                               5 

Table 2. Amount of displacement (experimental group 1)                 14 

Table 3. Amount of displacement (experimental group 2)                 18 

Table 4. Amount of displacement (experimental group 3)                 22 

Figure 1.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5 

Figure 2. Experimental group 1                                            6 

Figure 3. Experimental group 2                                            7 

Figure 4. Experimental group 3                                            8 

Figure 5. The coordinate system                                       10 

Figure 6. Distal displacement and vertical displacement(group 1)          12 

Figure 7.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group 1)                          13 

Figure 8. Distal, lateral and vertical displacement(group 2)                16 

Figure 9.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group 2)                          17 

Figure 10. Distal displacement and vertical displacement(group 3)        20 

Figure 11.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group 3)                        21 

 

 

 

 

 



 

iv 

 

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미니스크류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상악상악상악상악    치열치열치열치열    후방견인후방견인후방견인후방견인    시시시시    

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변위양상에    대한대한대한대한    3333차원차원차원차원    유한요소유한요소유한요소유한요소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정용 미니스크류에 가한 후방력에 의한 상악 전체 치열에서의 

응력분포와 치열의 변위 양상, 즉 힘 벡터 에 따른 악궁 이동 양상을 관찰하고 

교정장치에 미치는 역학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악 치아와 

치주인대, 치조골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 기준모델을 제작하고 견인 훅의 위치, 

높이 및 후방력의 조합을 달리하면서 개개 치아의 이동량을 x,y,z 좌표에서 각각 

계산하여 치열의 변위 양상을 분석하고 von Mises 응력분포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방부에 위치한 견인 훅에 후방 견인력을 가하였을 경우 견인 훅의 높이가 

높아질 수록 전치부가 설측 치근 경사 및 순측 치관 경사 경향을 보였으며 

구치부의 정출로 인하여 교합평면이 회전하였다. 치아 이동량 및 응력은 전방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제 2대구치 또한 후방이동 되었으며 미약한 

원심 경사 이동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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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인 훅의 위치를 전후방으로 달리하면서 후상방 견인력을 부여한 경우 견인 

훅이 후방에 위치할 수록 주호선의 휨 현상에 의한 전치부 설측 치관 경사, 

소구치부 합입 현상이 심해지고 대구치 부위의 원심 경사 이동 양상이 상쇄되어 

치체 이동과 근접하였고, 치아 이동량 및 응력 분포는 견인 훅이 위치하는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3. 견인 훅의 위치와 미니스크류의 위치를 달리 하면서 paired force 를 적용한 

결과 치열의 후방 이동량이 single force 적용 시 보다 크게 나타났고 구치부의 

전반적인 함입에 의해 교합평면이 회전되었으며 비교적 고른 응력 분포를 보였다. 

    

    

    

    

    

    

핵심 되는 말 : 상악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 미니스크류, 유한요소분석,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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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성 의 향 

    

IIII.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최근 교정 임상 영역에서 미니스크류
1,2

, mini-plate
3,4

 등 골격성 고정원의 

도입으로 절대 고정원을 얻게 되면서, 반작용력에 의한 다른 치아의 상호작용 

없이 원하는 치아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골격성 고정원은 

구치부 함입 이동
5
 및 전치부 후방 견인 시 최대 후방 이동을 얻기 위한 

고정원
6,7
으로 활발히 사용 되고 있고, 근래에는 한 두 개 치아 혹은 segment 의 

이동을 넘어서 전체 치열을 이동시키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8,9

. 이는 헤드기어 

등의 구외장치나 악간 고무줄처럼 환자의 협조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구치부 

후방이동을 위한 구내 장치사용 시 나타나는 전치부 고정원 flaring 등의 부작용
10

 

또한 방지할 수 있다
11

. 그러나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 

시에도 환자 개개인의 골격성, 치성 문제에 따라 전체치열의 이동방향을 주의 

깊게 결정지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역학적 고려 또한 필요하다. 미니스크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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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궁이 아닌 제 3의 지점에서 힘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힘에 의해 치열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위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치열의 이동양상은 헤드기어를 

이용한 구외력, pendulum 등의 구내장치, 악간 고무줄, 호선에 부여한 tip back 

bend 등에 의한 이전의 방법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저항중심에 대한 힘의 작용선의 관계에 따라 치아의 이동양상이 달라지므로 

이전부터 저항중심의 위치에 관한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다. Kusy & Tulloch
12

 는 

힘에 대한 모멘트의 비율에 의해 치아이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고, 치아 의 

저항중심에 대한 연구에서 Smith & Burstone
13

 은 단근치의 저항중심은 치아 

장축에 존재하며 치조골정에서 치근단사이 1/3-1/2 사이에 있고 다근치는 

furcation area에서 치근단 쪽으로 1-2mm 하방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치아군에 

대한 연구에서 이 등
14
은 상악 6전치의 후방견인 시 저항중심의 수직적 위치는 

치경부에서 치근단 쪽으로 치근길이의 44.42%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euschcer
15
는 구외력의 작용방향에 따른 상악골과 상악 

치열의 반응 양상을 이용하여 상악골과 상악 치열의 저항중심을 구분지었는데 

상악의 저항중심은 zygomaticomaxillary suture 의 후상방 부위에 위치하는데 

반해 상악치열의 저항중심은 상악 소구치 치근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Billiet
16
은 laser holography 를 이용하여 인류 두개골에서 구외력 적용시 상악과 

상악 치열의 초기 이동 양상으로 저항중심의 위치를 추정하였는데 저항중심은 

상악골의 zygomatic process 직하방에 존재하였고 두 저항중심 위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는 대부분 

헤드기어를 이용한 연구로서 저항중심의 위치를 찾는데 그 의의를 두었고, 실제 

임상에서 미니스크류를 이용하여 견인력을 부여하였을 때, 예상되는 저항중심과 

line of force 의 관계 및 가능한 arch wire 의 변형 등으로 인한 전체 치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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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적 반응 양상은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치아에 작용하는 모든 힘 체계와 

치아의 저항중심과 힘의 작용선에 따라 나타나는 치아위치의 모든 변화를 

3차원적으로 규정하고 정량화 할 수 있다면 교정력과 치아이동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임상 및 조직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치아 혹은 치아군에 역학적 힘체계를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응력 및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광탄성법(Photoelasticity method)
17,18

, 

Laser holography method
16,19

, 장력계측법 (Electrical resistance strain-gauge 

method)
20-22

,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23,24

 등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이중 유한요소법은 공학적 문제를 수치적으로 풀어내는 조직적 방법의 하나로 

유한의 연속체를 유한개의 요소 집합체로 간주하고 연속체 문제를 유한 차원 

문제로 수식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컴퓨터상에서 진행되므로 조건의 객관화, 힘의 

적용 전후 동시비교, 반복실험의 가능 등과 같은 특징이 있어 공학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치의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기하학적인 

형상, 하중 및 경계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여러 재료로 이루어진 연속체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모델 내부 특정부분을 다양한 각도와 단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의학 분야에서의 유한요소 분석은 실제와 같은 형태의 

3차원 모델을 컴퓨터 상에 제작하고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stress 와 strain 분포, 모멘트 값 등을 3차원 상에서 분석하므로 교정력에 의한 

초기 치아 변위 및 응력 분포 양상을 가시적, 정량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
25-27

 

본 연구에서는 미니스크류에 가한 힘에 의한 상악 전체 치열에서의 응력분포와 

치열의 변위 양상, 즉 힘 벡터 에 따른 악궁 이동 양상을 관찰하고 교정장치가 

미치는 역학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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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 . . 연구재료연구재료연구재료연구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유한요소 모델의 제작 

 

1) 치아, 치근막과 치조골 

정상 교합자 성인의 표본조사를 통해 제작된 니신사의 치아모형 (Nissin 

Dental Products, Kyoto, Japan) 을 대상으로 하여 3차원 스캐닝 하여 

제작하였다. 치열궁 형태는 Ormco
 
사 (California, USA)의 broad arch form에 

맞게 배열하였으며 각 치아의 inclination 및 angulation 은 Andrews 

prescription
28

 을 적용하였다.  

치근막의 두께는 Coolidge
29

, Kronfeld
30

 등의 연구를 참고로 0.25mm 로 

균일하게 모형화 하였으며 치조골은 정상적인 상태로 가정하여 CEJ 하방 1mm 

높이에서 CEJ 굴곡을 따라 형성하였다(Figure 1). 

 

2) 브라켓, 주호선 및 골격성 고정원 

브라켓은 Tomy 사(Tokyo, Japan) micro-arch
○R  브라켓을 이용하였으며 

주호선은 017*025 inch 스테인레스 스틸 호선을 사용하였고 견인 훅은 힘 적용 

시 변형되지 않도록 0.9mm 스테인레스 스틸 기공용 호선으로 하였다. 

골격성 고정원, 즉 미니스크류는 수직적으로는 주호선 8mm 상방에 위치하고 

전후방으로는 각 치아별 브라켓 사이 중간이면서 협설측으로는 주호선 직상방에 

존재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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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chanical property 

본 연구는 교정력이라는 약한 힘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초기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치아, 치조골, 치근막과 선재는 등방(isotropy), 

등질(homogeneity)의 선형 탄성체(linear elasticity)로 가정하였고 구성 

요소들의 물성치는 Tanne 등
27

 과 Sung 등
26
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Young’s 

modulus 와 Poisson’s ratio 를 부여하였다(Table 1). 

 

 

Figure 1.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Table 1. Material properties 

        Young's modulusYoung's modulusYoung's modulusYoung's modulus    (g/mm(g/mm(g/mm(g/mm
2222))))    Poisson's ratioPoisson's ratioPoisson's ratioPoisson's ratio    

Periodontal ligamentPeriodontal ligamentPeriodontal ligamentPeriodontal ligament    5.0E+00 0.49 

Alveolar boneAlveolar boneAlveolar boneAlveolar bone    2.0E+05 0.30 

TeeTeeTeeTeethththth    2.0E+06 0.30 

Stainless steelStainless steelStainless steelStainless steel    2.0E+07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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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및 유한요소 해석 

 

1) 실험방법 

 

(1) 후방 힘의 적용 시 견인 훅의 높이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분포 양상 

(Figure 2) 

 

견인 훅은 측절치와 견치 사이 중앙에 위치시키고 높이를 0,2,4,6,8,10 mm로 

달리하여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의 미니스크류로 200g 의 후방 견인력을 

부여하였다. 

 

 

Figure 2. Experimental group 1  

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 견인 훅 높이 0mm        Condition 2Condition 2Condition 2Condition 2: 견인 훅 높이 2mm 

Condition 3Condition 3Condition 3Condition 3: 견인 훅 높이 4mm        Condition 4Condition 4Condition 4Condition 4: 견인 훅 높이 6mm 

Condition 5Condition 5Condition 5Condition 5: 견인 훅 높이 8mm        Condition 6Condition 6Condition 6Condition 6: 견인 훅 높이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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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상방 힘(single force)의 적용 시 견인 훅의 전후방 위치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분포 양상 (Figure 3) 

 

견인 훅의 높이는 모두 0mm이며 수평적 위치를 달리하여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에 위치하는 미니스크류에 200g의 후상방 견인력을 부여하였다. 

(견인 훅이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는 Condition 1과 동일) 

 

 

Figure 3. Experimental group 2 

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 견인 훅이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위치 

Condition 7Condition 7Condition 7Condition 7: 견인 훅이 견치와 제 1소구치 사이에 위치 

Condition 8Condition 8Condition 8Condition 8: 견인 훅이 제 1소구치와 제 2소구치 사이에 위치 

Condition 9Condition 9Condition 9Condition 9: 견인 훅이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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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상방 힘(paired force)의 적용 시 견인 훅 및 미니스크류의 전후방 위치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분포 양상 (Figure 4) 

 

견인 훅의 높이는 모두 0mm 이며 수평 위치를 달리하면서 구치부에 존재하는 

미니스크류에 각각 200g 인 1쌍의 paired force 를 부여하였다. 

 

 

Figure 4. Experimental group 3 

               견인견인견인견인    훅훅훅훅                                                                                                    미니스크류미니스크류미니스크류미니스크류    

Condition 10Condition 10Condition 10Condition 10: 측절치와 견치 사이          →  제 1, 2소구치 사이    

        견치와 제 1소구치 사이      →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 

Condition 11Condition 11Condition 11Condition 11: 견치와 제 1소구치 사이      →  제 1,2소구치 사이 

         제 1,2소구치 사이           →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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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견인견인견인    훅훅훅훅                                                                                                    미니스크류미니스크류미니스크류미니스크류    

Condition 12Condition 12Condition 12Condition 12: 견치와 제 1소구치 사이       →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  

제 1,2소구치 사이            →  제 1,2대구치 사이 

Condition 13Condition 13Condition 13Condition 13: 제 1,2소구치 사이            →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 → 제 1,2대구치 사이 

 

2) 유한요소 해석 

 

힘 체계의 분석을 위해 미국 Swanson Analysis System 사의 범용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ersion 11.0 (ANSYS, Canonsburg, PA, USA)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제작에 사용된 요소의 형태는 사면체였으며, 총 절점 수는 

201,208 개 였고 모델의 기저면, 즉 구개골 기저부에 대해서는 x, y, z 

방향으로의 변위를 제한하였다.  

기준 좌표계는 양측 중절치의 절단연을 이은 선의 중점을 원점으로 하여, 

협설측 방향을 x 축, 전후방(순설측) 방향을 y 축, 상하 방향을 z 축으로 

정하였다(Figure 5). (우측 협측 방향, 순측 방향, 치근첨 방향이 + 값)  

치아의 초기 이동 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치근면의 von Mises 응력 분포를 

countour plot 으로 관찰하였고, 전치부는 절단연의 중점과 치근첨, 견치는 

치관첨과 치근첨, 소구치부는 협측 치관첨과 치근첨, 대구치부는 근심협측 

치관첨과 치근첨에 위치한 절점의 x, y, z 축 좌표를 구하여 각각의 변위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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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oordinate system 

x : Bucco-palatal         (+) palatal, (-) buccal direction 

y : Anterio-posterior     (+) anterior, (-) posterior direction 

z : Superio-inferior       (+) superior, (-) inferior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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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각각의 실험 조건을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고 전치부에서는 각 치아의 

절단연과 치근첨, 소구치부 에서는 협측 교두 및 협측 치근첨, 대구치부는 

근심협측 교두 및 근심협측 치근첨의 좌표를 구하고 이동거리를 계측하여 x,y,z 

각 방향으로의 이동량을 분석하였다(Table 2,3,4). 

 

1. 후방 힘의 적용 시 견인 훅의 높이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분포 양상 

(Table 2) 

 

상악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200g 의 힘을 견인 훅의 높이를 달리하며 적용한 

결과 초기 치아 변위는 치열 전방부에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구치부까지 

후방 이동력이 전달되어 그 양은 적지만 대구치의 후방이동 역시 관찰되었고 

대구치부의 원심 경사 이동 경향이 나타났다. 견인 훅의 높이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직방향의 분력이 더 크므로 주호선의 휨 현상에 의해 전치부가 

설측 경사되면서 약간의 정출이 동반되었으며 견인 훅의 높이가 4mm 인 

경우(condition 3)와 6mm 인 경우(condition 4)가 가장 치체이동에 가까운 

전치부 이동 양상을 보였다.  견인 훅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치부는 치근의 설측 

경사 및 치관의 순측 경사 경향을 보였고, 전치부 함입과 구치부 정출 현상으로 

인한 교합평면의 회전 양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ure 6). 

von Mises 응력은 전치부 특히 견인 훅에 근접한 측절치와 견치 부위에서 더 

크게 분포하였고 구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과 함께 비교적 치근면 전체에 



 

- 12 - 

 

고르게 분포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ure 7). 

 

 

Figure 6. Distal displacement and vertical displacemen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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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g/m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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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ount of displacement (mm) 

x axisx axisx axisx axis    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    condition 2condition 2condition 2condition 2    condition 3condition 3condition 3condition 3    condition 4condition 4condition 4condition 4    condition 5condition 5condition 5condition 5    condition 6condition 6condition 6condition 6    

cusp tip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2  
C.I. 

apex -0.0001  0.0001  0.0001  0.0005  0.0012  0.0020  

cusp tip -0.0036  -0.0025  -0.0013  -0.0004  0.0001  0.0005  
L.I. 

apex 0.0060  0.0065  0.0077  0.0091  0.0104  0.0113  

cusp tip -0.0096  -0.0033  0.0034  0.0061  0.0029  -0.0012  
C  

apex 0.0014  -0.0043  -0.0110  -0.0160  -0.0184  -0.0203  

cusp tip -0.0133  -0.0051  0.0035  0.0091  0.0126  0.0166  
PM1 

apex 0.0034  0.0000  -0.0032  -0.0054  -0.0072  -0.0093  

cusp tip -0.0085  -0.0021  0.0043  0.0087  0.0118  0.0154  
PM2 

apex 0.0039  -0.0001  -0.0042  -0.0074  -0.0098  -0.0124  

cusp tip -0.0047  -0.0006  0.0034  0.0062  0.0083  0.0106  
M1 

apex 0.0011  0.0007  0.0002  -0.0002  -0.0005  -0.0008  

cusp tip -0.0048  -0.0025  -0.0003  0.0013  0.0024  0.0037  
M2 

apex 0.0018  0.0013  0.0009  0.0005  0.0003  0.0000  

y axisy axisy axisy axis    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    condition 2condition 2condition 2condition 2    condition 3condition 3condition 3condition 3    condition 4condition 4condition 4condition 4    condition 5condition 5condition 5condition 5    condition 6condition 6condition 6condition 6    

cusp tip -0.0217  -0.0153  -0.0073  0.0031  0.0159  0.0291  
C.I. 

apex 0.0023  -0.0013  -0.0058  -0.0113  -0.0182  -0.0252  

cusp tip -0.0146  -0.0100  -0.0043  0.0043  0.0161  0.0282  
L.I. 

apex -0.0007  -0.0069  -0.0150  -0.0244  -0.0334  -0.0423  

cusp tip -0.0066  -0.0072  -0.0079  -0.0084  -0.0083  -0.0080  
C  

apex -0.0062  -0.0056  -0.0043  -0.0023  -0.0002  0.0018  

cusp tip -0.0034  -0.0060  -0.0089  -0.0117  -0.0143  -0.0168  
PM1 

apex -0.0084  -0.0060  -0.0032  -0.0006  0.0017  0.0037  

cusp tip -0.0052  -0.0072  -0.0092  -0.0115  -0.0138  -0.0159  
PM2 

apex -0.0065  -0.0043  -0.0018  0.0003  0.0020  0.0035  

cusp tip -0.0071  -0.0085  -0.0100  -0.0118  -0.0138  -0.0156  
M1 

apex -0.0017  -0.0002  0.0013  0.0024  0.0034  0.0043  

cusp tip -0.0092  -0.0110  -0.0129  -0.0152  -0.0178  -0.0202  
M2 

apex -0.0001  0.0009  0.0019  0.0027  0.0035  0.0043  

z axisz axisz axisz axis    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    condition 2condition 2condition 2condition 2    condition 3condition 3condition 3condition 3    ccccondition 4ondition 4ondition 4ondition 4    condition 5condition 5condition 5condition 5    condition 6condition 6condition 6condition 6    

cusp tip -0.0126  -0.0065  0.0014  0.0116  0.0241  0.0367  
C.I. 

apex 0.0048  0.0038  0.0025  0.0011  -0.0008  -0.0029  

cusp tip -0.0028  0.0003  0.0043  0.0105  0.0190  0.0276  
L.I. 

apex 0.0033  0.0006  -0.0032  -0.0070  -0.0103  -0.0134  

cusp tip 0.0066  0.0033  -0.0004  -0.0042  -0.0080  -0.0120  
C  

apex 0.0038  0.0043  0.0051  0.0044  0.0012  -0.0026  

cusp tip 0.0101  0.0049  -0.0009  -0.0062  -0.0107  -0.0150  
PM1 

apex 0.0062  0.0040  0.0014  -0.0015  -0.0042  -0.0066  

cusp tip 0.0088  0.0047  0.0003  -0.0036  -0.0069  -0.0101  
PM2 

apex 0.0058  0.0048  0.0037  0.0024  0.0011  0.0000  

cusp tip 0.0014  -0.0006  -0.0026  -0.0044  -0.0060  -0.0076  
M1 

apex 0.0031  0.0012  -0.0007  -0.0023  -0.0036  -0.0049  

cusp tip 0.0012  -0.0003  -0.0019  -0.0033  -0.0046  -0.0058  
M2 

apex 0.0044  0.0033  0.0022  0.0014  0.0009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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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상방 힘(single force)의 적용 시 견인 훅의 전후방 위치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분포 양상 (Table 3) 

 

견인 훅의 위치가 후방으로 갈수록 주호선의 휨 현상으로 인한 전치부 설측 

경사 경향이 강해지고 구치부의 원심 경사 경향이 주호선의 휨현상에 의해 

상쇄되어 치체 이동에 근접한 양상을 보였으며, 수직 분력으로 인한 구치부의 

함입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악궁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x 축 분력의 영향으로 

소구치 부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condition 8,9 에서 더 심해지는 것은 

수직력에 의한 소구치부의 협측 경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Figure 8). 

응력 분포 역시 이동량에 따른 분포를 보이는데 이동량이 많은 전치부 

설측면과 견인 훅이 연결되는 치아부위에 크게 분포하였고 구치부에도 양은 

적으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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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stal, Vertical and Lateral displacemen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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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g/m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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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mount of displacement (mm) 

x axisx axisx axisx axis    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    condition 7condition 7condition 7condition 7    condition 8condition 8condition 8condition 8    condition 9condition 9condition 9condition 9    

cusp tip 0.0000  0.0000  0.0001  -0.0018  
C.I. 

apex -0.0001  -0.0004  -0.0006  0.0008  

cusp tip -0.0036  -0.0044  -0.0044  -0.0087  
L.I. 

apex 0.0060  0.0054  0.0048  0.0047  

cusp tip -0.0096  -0.0112  -0.0152  -0.0248  
C  

apex 0.0014  0.0093  0.0095  0.0127  

cusp tip -0.0133  -0.0130  -0.0251  -0.0403  
PM1 

apex 0.0034  0.0066  0.0195  0.0201  

cusp tip -0.0085  -0.0087  -0.0249  -0.0555  
PM2 

apex 0.0039  0.0042  0.0173  0.0369  

cusp tip -0.0047  -0.0051  -0.0186  -0.0565  
M1 

apex 0.0011  0.0015  0.0036  0.0153  

cusp tip -0.0048  -0.0057  -0.0144  -0.0432  
M2 

apex 0.0018  0.0022  0.0037  0.0089  

y axisy axisy axisy axis    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    condition 7condition 7condition 7condition 7    condition 8condition 8condition 8condition 8    condition 9condition 9condition 9condition 9    

cusp tip -0.0217  -0.0242  -0.0271  0.0070  
C.I. 

apex 0.0023  0.0040  0.0065  -0.0023  

cusp tip -0.0146  -0.0157  -0.0189  0.0091  
L.I. 

apex -0.0007  0.0033  0.0050  -0.0037  

cusp tip -0.0066  -0.0084  -0.0091  0.0100  
C  

apex -0.0062  -0.0016  0.0014  -0.0038  

cusp tip -0.0034  -0.0042  -0.0032  0.0086  
PM1 

apex -0.0084  -0.0109  0.0007  0.0059  

cusp tip -0.0052  -0.0060  -0.0017  0.0105  
PM2 

apex -0.0065  -0.0084  -0.0144  0.0022  

cusp tip -0.0071  -0.0084  -0.0059  0.0099  
M1 

apex -0.0017  -0.0020  -0.0068  -0.0155  

cusp tip -0.0092  -0.0110  -0.0092  0.0044  
M2 

apex -0.0001  -0.0001  -0.0025  -0.0105  

z axisz axisz axisz axis    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condition 1    condition 7condition 7condition 7condition 7    condition 8condition 8condition 8condition 8    condition 9condition 9condition 9condition 9    

cusp tip -0.0126  -0.0154  -0.0185  0.0047  
C.I. 

apex 0.0048  0.0051  0.0060  -0.0022  

cusp tip -0.0028  -0.0039  -0.0065  0.0074  
L.I. 

apex 0.0033  0.0050  0.0053  -0.0019  

cusp tip 0.0066  0.0081  0.0092  0.0159  
C  

apex 0.0038  0.0057  0.0073  -0.0001  

cusp tip 0.0101  0.0133  0.0226  0.0265  
PM1 

apex 0.0062  0.0085  0.0153  0.0152  

cusp tip 0.0088  0.0115  0.0256  0.0379  
PM2 

apex 0.0058  0.0082  0.0136  0.0158  

cusp tip 0.0014  0.0019  0.0088  0.0339  
M1 

apex 0.0031  0.0040  0.0114  0.0376  

cusp tip 0.0012  0.0015  0.0049  0.0171  
M2 

apex 0.0044  0.0054  0.0087  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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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상방 힘(paired force)의 적용 시 견인 훅 및 미니스크류의 전후방 위치에 

따른 치열 이동 및 응력분포 양상(Table 4) 

 

각각 200g씩 편측당 400g의 Paired force 를 적용했을 경우 모든 경우에서 

single force 를 적용했을 때 보다 전후방 변위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구치부의 함입과 전치부의 정출 및 설측경사로 인해 교합평면이 기울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Figure 10). 

또한 single force 적용시 보다 전체 치열에 걸쳐 응력이 고루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구치부에 보다 효과적으로 응력이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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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istal displacement and vertical displacemen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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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g/m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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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mount of displacement (mm) 

x axisx axisx axisx axis    condition 10condition 10condition 10condition 10    condition 11condition 11condition 11condition 11    condition 12condition 12condition 12condition 12    condition 13condition 13condition 13condition 13    

cusp tip -0.0002  -0.0002  0.0002  0.0003  
C.I. 

apex 0.0002  0.0001  -0.0017  -0.0020  

cusp tip -0.0104  -0.0128  -0.0061  -0.0059  
L.I. 

apex 0.0131  0.0143  0.0068  0.0063  

cusp tip -0.0241  -0.0416  -0.0156  -0.0176  
C  

apex 0.0142  0.0298  0.0119  0.0103  

cusp tip -0.0275  -0.0566  -0.0171  -0.0291  
PM1 

apex 0.0111  0.0355  0.0145  0.0253  

cusp tip -0.0177  -0.0458  -0.0124  -0.0374  
PM2 

apex 0.0092  0.0291  0.0082  0.0295  

cusp tip -0.0096  -0.0305  -0.0093  -0.0372  
M1 

apex 0.0025  0.0056  0.0035  0.0108  

cusp tip -0.0095  -0.0218  -0.0133  -0.0349  
M2 

apex 0.0034  0.0052  0.0055  0.0097  

y axisy axisy axisy axis    condicondicondicondition 10tion 10tion 10tion 10    condition 11condition 11condition 11condition 11    condition 12condition 12condition 12condition 12    condition 13condition 13condition 13condition 13    

cusp tip -0.0457  -0.0575  -0.0463  -0.0471  
C.I. 

apex 0.0034  0.0109  0.0094  0.0119  

cusp tip -0.0260  -0.0346  -0.0333  -0.0352  
L.I. 

apex -0.0012  0.0067  0.0090  0.0107  

cusp tip -0.0088  -0.0078  -0.0233  -0.0236  
C  

apex -0.0128  -0.0050  0.0015  0.0045  

cusp tip -0.0030  0.0052  -0.0169  -0.0157  
PM1 

apex -0.0214  -0.0196  -0.0114  0.0031  

cusp tip -0.0071  0.0027  -0.0174  -0.0115  
PM2 

apex -0.0164  -0.0287  -0.0148  -0.0087  

cusp tip -0.0113  -0.0047  -0.0223  -0.0144  
M1 

apex -0.0042  -0.0123  -0.0032  -0.0135  

cusp tip -0.0152  -0.0091  -0.0288  -0.0231  
M2 

apex -0.0006  -0.0047  0.0004  -0.0060  

z axisz axisz axisz axis    condition 10condition 10condition 10condition 10    condition 11condition 11condition 11condition 11    condition 12condition 12condition 12condition 12    condition 13condition 13condition 13condition 13    

cusp tip -0.0236  -0.0339  -0.0329  -0.0350  
C.I. 

apex 0.0121  0.0159  0.0078  0.0081  

cusp tip 0.0004  -0.0043  -0.0135  -0.0161  
L.I. 

apex 0.0103  0.0142  0.0080  0.0074  

cusp tip 0.0221  0.0336  0.0067  0.0061  
C  

apex 0.0102  0.0159  0.0104  0.0111  

cusp tip 0.0271  0.0510  0.0211  0.0286  
PM1 

apex 0.0167  0.0299  0.0165  0.0223  

cusp tip 0.0217  0.0455  0.0235  0.0416  
PM2 

apex 0.0138  0.0225  0.0195  0.0274  

cusp tip 0.0045  0.0162  0.0029  0.0241  
M1 

apex 0.0074  0.0191  0.0083  0.0302  

cusp tip 0.0029  0.0081  0.0032  0.0130  
M2 

apex 0.0083  0.0123  0.0132  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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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 . . 고찰고찰고찰고찰    

    

상악 구치의 후방이동이라는 개념은 성장 완료된 제 II 급 부정교합의 경우, 

혹은 경미한 총생을 동반한 경우에서 보존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도전적인 치료로서 

인식되어 왔다. 헤드기어
31,32

 등의 구외력을 통한 방법은 심미적 문제, 적절한 

협조도의 필요로 인해 방법상의 한계를 가지며 이로 인해 환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여러가지 구내장치
33-36

들이 소개되었으나 이들 장치 역시 전방부 

고정원 상실로 인한 전치부 전방경사 및 후방이동 된 구치들의 재발경향 등이 

보고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골격성 고정원이 등장하였고 이는 현재 가장 

유용하고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치료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교정력에 의한 치아의 이동은 생물학적 반응으로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힘 체계와 치아이동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교정력이 적용되면 치조골의 선택적 흡수와 첨가에 의한 골개조 현상에 의해 

치아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치근막을 통해 중재되므로 초기의 치아이동은 

치근막에서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치주 

조직 내 응력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앞서 기술한 힘 체계와 치아 이동간의 관계를 

서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교정치료 시 응용되는 생역학 및 치아 이동 양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호선과 브라켓 슬롯 사의의 힘의 전달에 관한 접촉반응은 

비선형 현상을 보이므로 surface contact 을 사용하여 토오크 구현까지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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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은 인체의 생물학적 특성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므로 실제 반응과는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으며, 초기 치아 

이동 양상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골 반응, 즉 장기간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치아 이동과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6

. 하지만 Tanne
27

 과 

Hixon
37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초기 반응의 결과로 치근막의 중재에 

의해 이차적인 골 반응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차적 골 반응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상악 치열의 후방 이동 시 나타나는 응력분포 

및 치열 이동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서 미니스크류의 위치는 식립 시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인 주호선에서 8mm 상방으로 설정하였다. 

후방 견인력으로는 200g
38,39
씩을 부여하였고 주호선에는 부가적인 compensating 

curve 나 torque, bend 등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미니스크류와 견인 훅 

사이의 힘 적용점의 변화에 의한 치아 이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치근면 응력 

분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한 von Mises stress 는 모든 방향의 응력 성분을 

하나의 대표 값으로 대치한 것으로 주 응력은 각각 공간좌표 상에서 나오는 

6개의 응력 성분으로부터 계산된다. Cobo
40,41

 등에 의하면 치아와 그 주위조직의 

물리적 성질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얻어진 응력의 

값은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하며 유한요소 모델의 각기 다른 부위와의 비교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력의 상대적인 값을 비교하여 치아의 이동방향의 

경향을 파악하였고 치열 내 다른 치아와의 비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견인 훅을 위치시키고 훅의 높이를 달리하면서 제 

2소구치 와 제 1대구치 사이의 미니스크류로 후방견인력을 가한 결과 치아의 

이동 및 응력은 전방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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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구치까지 적은 양이지만 응력이 분산되어 치아가 후방이동 됨을 볼 수 있고 

구치부위는 경미한 원심 경사 이동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견인 훅의 높이가 낮은 

경우 수직 분력으로 인해 주호선이 휘면서 전치부에서는 설측 치관 경사 및 

약간의 정출, 소구치 부위 및 구치 부위의 함입 양상이 관찰 되었고, 견인 훅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치부가 설측 치근 경사 및 순측 치관 경사 양상과 함께 

전치부 함입 및 구치부 정출에 의한 교합평면의 회전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훅의 높이가 증가하면서 힘의 작용점이 저항중심에 근접하게 되고 상악 전체 

치열의 저항중심과 가해진 교정력과의 관계가 변함에 의한 것으로, 전치부의 순측 

치관 모멘트가 증가하여 전치부가 설측 치관 경사에서 설측 치근 경사로 전환 

되는 것이며 전치부 치축 각도가 부적절하여 치근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응용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구치부의 정출 양상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선의 휨 현상은 교정력 적용 직후 초기 

반응이므로 적절한 주기로 교정력을 가하여 호선에 의해 rebound 되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거나 더욱 견고한 호선을 사용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상방 방향으로의 견인력을 적용 할 때 견인 훅의 위치가 후방으로 이동 

될수록 수직 분력에 의한 주호선의 휨 현상이 심해짐으로 인하여 전치부 설측 

치관 경사 및 정출의 경향이 강해지고 구치부의 원심 경사 이동 양상이 상쇄되어 

치체 이동과 근접한 이동 양상을 보였으며, 수직 분력의 증가로 구치부의 함입 

량이 많아졌다. 이러한 y, z 축 방향의 분력 외에도 x 축 방향의 분력이 악궁 

형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견인 훅이 전방에 위치하는 경우는 횡적 방향으로 

발생하는 분력으로 인해 소구치부위 악궁이 넓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견인 훅의 

위치가 후방으로 가면서 이러한 양상이 줄어들다가 제 1,2 소구치 후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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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면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수직분력에 의하여 발생한 소구치부 협측 

경사이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근면에서의 응력 분포를 살펴보면 

이동량이 많은 전치부 설측면과 견인 훅이 연결되는 치아부위에 크게 분포하였다.  

Paired force 를 적용하였을 때는 Single force 의 경우보다 전후방 변위량이 

많았으며 구치부의 전반적인 함입과 전치부의 설측 치관 경사를 동반한 정출로 

인해 교합평면의 회전이 관찰되었다. 응력 또한 골고루 분포되었고 구치부 후방 

이동량도 증가하여 전 치열이 후상방으로 이동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임상적으로 

개방교합을 동반한 high angle 제 II 급 부정교합의 환자에서 유용한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좀더 적극적으로 전체치열을 후상방으로 이동 

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Paired force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밝힌 교정력에 대한 치아의 이동은 특정한 가정하에 치아 및 주위 

구조물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번 연구에서는 치근막을 0.25mm 의 균일한 

두께의 단순화된 선형탄성체로 간주하였으나 실제로 치근막은 hour-glass 

모양이고 치근 중앙부에서 가장 좁은 형태를 가진다
27,42

. 또한 생체구조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불충분한 실정이며, 골조직과 브라켓의 변형에 따른 

오차를 고려하지 않았고 치은섬유 등의 연조직이나 구강주위 근육에 의한 힘, 

교합력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임상적, 세포학적 및 생화학적인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이를 임상에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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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상악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시 힘 벡터에 

따른 치열 이동 양상과 응력분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악 치아와 치주인대, 

치조골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 기준모델을 제작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전방부에 위치한 견인 훅에 후방 견인력을 가하였을 경우 견인 훅의 높이가 

높아질 수록 전치부가 설측 치근 경사 및 순측 치관 경사 경향을 보였으며 

구치부의 정출로 인하여 교합평면이 회전하였다. 치아 이동량 및 응력은 전방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제 2대구치 또한 후방이동 되었으며 미약한 

원심 경사 이동 양상을 보였다.  

 

2. 견인 훅의 위치를 전후방으로 달리하면서 후상방 견인력을 부여한 경우 견인 

훅이 후방에 위치할 수록 주호선의 휨 현상에 의한 전치부 설측 치관 경사, 

소구치부 합입 현상이 심해지고 대구치 부위의 원심 경사 이동 양상이 상쇄되어 

치체 이동과 근접하였고, 치아 이동량 및 응력 분포는 견인 훅이 위치하는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3. 견인 훅의 위치와 미니스크류의 위치를 달리 하면서 paired force 를 적용한 

결과 치열의 후방 이동량이 single force 적용 시 보다 크게 나타났고 구치부의 

전반적인 함입에 의해 교합평면이 회전되었으며 고른 응력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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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n the distalization pattern of maxillary dentition 

using miniscrew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stress distribution and 

displacement pattern of entire maxillary arch with regard to distalizing force 

vectors applied from the interdental miniscrews, to assess the possi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entire arch movement. A standard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was constructed to simulate maxillary teeth, periodontal 

ligament and alveolar process. The displacement of each tooth was calculated 

on x, y, z coordinates and the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was visualized 

using color-coded scales. 

 

1. A single distalizing force from the archwire level induced initial lingual 

tipping in anterior segment and slight intrusive distal tipping in the posterior 

segment. In contrast, a force from the high lever arm resulted in initial 

lingual root movement in the anterior segment and extrusive distal tr 

anslation in the posterior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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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erosuperior forces with varying point of force application lead to 

differential displacement between the anterior and posterior segment. The 

displacement pattern was defined as a rotation represented by linguoversion 

of anterior teeth and intrusion of premolars  and molars, regardless of the 

angulation of force vector.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the displacement of the entire occlusal plane 

may be dictated by the direct relationship of the center of resistance of the 

whole arch and the line of force generated between the miniscrews and force 

application points in the archwire, and that the total arch movement can be 

highly predictable, if sound force system is recruited. 

 

 

 

 

 

 

 

 

 

 

Key words : Finite element analysis, Distalization of upper dentition,  

Miniscrew, stres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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