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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니 스크류의 나사산 형태에 한 인공골 주위 변형률 및  

최  식립 토오크의 비교 

 

미니 스크류 디자인은 식립 후 초기 안정성과 연관된 요소로서 다양한 

나사산의 형태와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평가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초기 고정력을 향상시키고 응력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니 스크류에 이중 

나사산을 응용한 디자인이 개발되었으며, 해당 구조가 미니 스크류 주변 골의 

응력 감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와 이중 나사산구조가 피질골 

두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공골을 

이용하여 미니 스크류 식립시 주변골의 변형률과 식립 토오크를 계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나사산 형태(OAS-T1507)와 이중 나사산 형태(MPlant-U3) 두 

종류의 교정용 미니 스크류 36 개를 사용하였다. 인공 피질골 두께가 1.0 mm, 

1.5 mm, 2.0 mm 인 인공골 블럭을 제작한 후에, 5 element strain gauge 를 

부착하여 미니 스크류 식립시에 발생되는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또한, 각 디자인 

별로 6 개의 미니 스크류를 식립하여 식립 토오크를 계측하였으며, 미니 

스크류가 최  깊이로 매식되는 부위에서의 회전력(식립 토오크, Ncm)을 

계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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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형률 그래프에서 단일 나사산에서는 초기 증가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을 보이면서 나사산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동양상이 관찰되었다. 반

면 이중 나사산에서는 초기 증가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이중 나사산 식

립 부위부터 다시 변형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2. 미니 스크류 식립 시 이중 나사산에서 피질골의 두께가 1.0 mm 에서 2.0 mm

로 증가함에 따라 스크류 주변골에 발생하는 변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3. 미니 스크류 식립 시 피질골 두께의 증가에 따라 단일 나사산 형태에서는  

식립 토오크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이중 나사산에서 식립 토

오크 값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001).  

 

4. 모든 피질골 두께에 해 단일 나사산에서 이중 나사산보다 유의성 있게 낮

은 식립 토오크 값이 측정되었다(P<0.0001). 

 

이상의 결과에서 자가 식립형 이중 나사산 구조가 미니 스크류의 식립 초기 

시 기계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피질골 두께 증가에 해 주변골에 

과도한 변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되는 말 : 미니스크류, 나사산 형태, 단일 나사산, 이중 나사산, 변형률,   최

 식립 토오크, 피질골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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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스크류의 나사산 형태에 한 인공골 주위 

변형률 및 최  식립 토오크의 비교 

 

(지도 유 형 석 교수)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권 성 환  

 

I. 서론 

 

교정치료에서 고정원의 확보는 심미적인 안모와 안정화된 교합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교정용 미니 스크류는 여러 골격성 고정원 중에서 

크기가 작아서, 치아를 비롯한 여러 구강 구조물에 한 손상 없이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삽입과 제거가 용이한 미니 스크류는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증례가 보고되고 있다 (Kanomi,1997; Park 등,2001; 

Kyung 등, 2003; Lee 등, 2004; Roth 등, 2004; Carano 등, 2005; Kyung 등, 2005; 

Park 등 ,2005). 그러나 미니 스크류에 한 임상적용이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고정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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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치료에서 미니 스크류가 고정원으로서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한 많은 연구들(Kyung 등, 2002; Deguchi 등, 2003; 

Carano 등, 2004)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미니 스크류의 안정성에 해서 역학적인 

평가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삽입 및 제거시의 토오크(torque)를 

측정하는 방법(Heidermann 등, 1998; Brown 등, 2000; Homolka 등, 2002; 

Hitchon 등, 2003; 강 2003; Carano 등, 2005)이나 Pull-out strength 를 측정하는 

방법(Kido 등, 1997; Heidermann 등, 1998; Baker 등, 1999; Brown 등, 2000; 

Carano 등, 2005; Huja 등, 2005)과 동요도 측정법, RFA 분석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학적 연구에 한 문헌들에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스크류의 디자인 외에 주로 삽입 부위의 골밀도에 해서 

언급한 바 있다. 식립 토오크 측정방법은 미니 스크류의 초기고정에 한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식립 시에만 측정이 가능하므로 식립 후에 미니 

스크류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조직 

형태학적인 방법은 골계면의 신생골의 형성 및 골밀도 분석에 응용할 수 있으며 

조직 시편의 채득 및 슬라이드 제작이 필요하므로 실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물리적인 측정 방법들과 함께 미니 스크류를 골내 

식립 후 주변골에 발생되는 변형률에 한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남(2008)은 self tapping 형 미니 스크류를 피질골에 식립할 때 발생하는 

변형률을 3 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 연구하였는데, 미니 스크류를 

식립할 때 피질골에 발생하는 변형률은 미니 스크류 주위 전체 영역에서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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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strain 이상의 변형률이 발생하며, 나사산 부위에 인접하는 영역에서는 100% 

이상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런 변형률은 골 생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생리적 

허용치를 크게 상회하므로 미니 스크류와 골 계면의 일부에서는 골 개형의 

장애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박(2009)은 self drilling 방식의 미니 스크류를 골에 

식립할 때 발생하는 피질골 변형률에 한 유한요소 해석연구를 하였다. 미니 

스크류와 인접하는 모든 피질골 부위에서 변형률의 크기는 40,000 μstrain 

이상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골 생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허용치의 10 배 

이상으로 미니 스크류와 골 계면에서 골 개형의 장애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Melson(2007)은 원숭이에 식립한 임플란트에 교정력을 부하한 실험에서 

마이크로 CT 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교정력과 골 개형간에는 개체마다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골 재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3D micro 

CT 를 이용하여 얻은 모델을 통하여 피질골판 부위에서 변형률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Motoyoshi(2008, 2009)는 피질골의 두께와 미니 스크류가 

피질골에 가하는 변형률과의 관계를 3 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통해 연구하였다. 

피질골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미니 스크류의 성공확률이 높다고 하였고, 최소 

임상적인 피질골의 두께를 1 mm 이상으로 정하였다. 또한 미니 스크류가 

인접치아에 미치는 변형률에 한 분석연구에서 피질골의 두께가 2 mm 인 

경우가 다른 두께에 비해 과도한 변형률에 따른 골 흡수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하면서, 평균 피질골 두께가 2 mm 인 하악골에서 미니 스크류를 식립하는 

경우에 상악골보다 미니 스크류의 탈락위험이 더 높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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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니 스크류 상부 나사산에 이중 나사산 구조가 있는 미니 스크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 나사산 구조가 치밀골과의 접촉면적을 

증가시켜서, 응력분산 및 초기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2006)은 미니 스크류의 디자인 중에서 이중 나사산 구조에 한 연구를 통해 

미니 스크류의 기계적 안정성은 이중 나사산 구조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상부의 이중 나사산은 작은 직경에서도 풀림 토크에 저항하여 기계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미니 스크류 형태와 식립부위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주변골에 발생되는 과도한 변형률은 미니 스크류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컴퓨터상에서 가상값으로 조건화시킨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측정하는 값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전까지 

식립 토크와 제거 토크의 최 값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식립 시 

미니 스크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의 변화에 해서는 정확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었다. 또한, 현재까지 이중 나사산 구조의 생물학적인 안정성에 

한 연구는 미약하였으며, 이중 나사산 구조가 주변골의 변형률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피질골 두께의 차이에 따른 변형률 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 나사산과 이중 나사산을 가진 미니 스크류를 식립할 

때의 변형률과 토오크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이중 나사산 

스크류 디자인의 초기 안정성과 피질골 표면에서 변형률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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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가. 교정용 미니 스크류 

Ti-6Al-4V ELI 소재의 단일 나사산구조(OAS-T1507) 와 이중 나사산 

구조(MPlant-U3)의 교정용 미니 스크류(Biomaterials Korea, Inc. 美安强 

system,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미니 스크류의 디자인과 각 부위별 길이 

수치 값은 모식도와 수치표로 나타내었다(Fig. 1, Table 1). 

 

Fig. 1. Schematic diagram of single and dual thread type minisc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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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scription of miniscrews fabricated in this study (Unit : mm) 

 

 

 

나. 실험용  인조골 

본 연구에서는 Biomechanical Test Block 으로 실험용 인공골인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 (Sawbones, A Division of Pacific Research Lab Inc., CA, 

US)을 사용하였다. 인공 피질골은 grade 5(50 pcf)의 밀도를 가진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 을 사용하였다. 인공 피질골의 두께를 1.0 mm, 1.5 mm, 2.0 

mm 로 각기 다르게 가공하여, 해면골을 체하는 grade 2 (20 pcf) 의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 에 cyanoacrylate resin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Fig. 2). 인공골 블럭의 물성을 피질골 부위와 해면골 부위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Table 2). 

 Measurement 
Type 

T1507 U3 

D1 External diameter 1.45 1.45 

D2 Collar diameter 1.50 1.50 

d Internal diameter 0.95 0.95 

dIn Internal diameter of dual part - 1.03 

L1 Length of spiral part 6.00 3.20 

L2 Length of dual part - 2.80 

L3 Total length 7.00 7.00 

P Pitch 0.70 0.70 

PD Pitch of dual part -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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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 Experimental bone block. A. A picture of experimental bone block.  B.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bone block at 1mm cortical bone thickness.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bone block 

Alternative Test 
Medium 

Density 
pcf(g/cc) 

Compressive Tensile 

Strength 
( MPa ) 

Modulus 
( MPa ) 

Strength 
( MPa ) 

Modulus 
( MPa ) 

Cortical bone 50(0.80) 48 1148 27 1469 

Cancellous bone 20(0.32) 8.4 210 5.6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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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니 스크류의 상부구조 중 단일 나사산구조와 이중 나사산구조의 

생역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인공골에 식립하여 미니 스크류 계면에 발생되는 

변형률과 최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였다. 이때 인공골은 피질골 1 mm, 1.5 mm, 

2 mm 의 두께로 제작되어, 피질골의 두께에 한 응력의 변화와 식립 토오크도 

함께 비교하였다. 

 

가. 변형률 측정 

골 계면으로부터 1 mm 떨어진 부위에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한 strain 

sensor(KFR-015-120-D9-11N10C2, Kyowa, Tokyo, Japan; resistance 120.0±15.0 

Ω; gauge factor 2.00±1.5 %)를 부착하였다. 센서는 0.5 mm 거리 간격으로 총 

5 개가 부착되었다. 즉, 첫번째 센서(d1)는 미니 스크류로부터 1 mm, 두번째 

센서(d2)는 1.5 mm, 세번째 센서(d3)는 2.0 mm, 네번째 센서(d4)는 2.5 mm, 

다섯번째 센서(d5)는 3 mm 거리에 위치되었다. 해당 균일 간격에 한 

변형률을 측정하여 미니 스크류 계면에서의 변형률을 회귀 방정식으로 

구하였으며, 식립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임플란트 계면에서부터 

변형률에 한 회귀함수는 식립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의 y 절편을 구하여 

계면의 변형률의 변화를 계산하여 이를 연속함수로 그래프화 하였다. 변형률은 

두 형상의 미니 스크류에 해 1 mm, 1.5 mm, 2 mm 두께의 인공 피질골에 

식립하여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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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골 블럭에 센서 부착 및 미니 스크류 주변골의 변형률 계측 

인공골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5 element strain gauge를 부착하였다. 

gauge length는 0.15 mm 였으며 pitch는 0.5 mm, grid 폭경은 0.34 mm 이었다. 

식립 포인트에서 센서가 부착될 인공골 표면은 사포를 이용하여 균일한 표면으

로 형성하였으며, rosin solvent (M-line rosin solvent kit, Vishay micro-

measurement, NY, USA)를 이용하여 표면의 잔여물을 제거한 후 센서의 기저부

위에 접착제(M-bond 200 adhesive, Vishay micro-measurement, NY, USA)를 

바르고, 인공골 표면에 기시제(200 catalyst-C, Vishay micro-measurement, NY, 

USA)를 도포한 후, 게이지 기저부분을 고정하였다 (Fig. 3). 고정한 후에 게이지 

주변에 코팅제(M-coat Air-drying polyurethane coating, Vishay micro-

measurement, NY, USA)를 도포하였다. 게이지에서 나오는 각각의 도선은 측정 

연결단자에 납접하여 부착하였으며(National instrument), 도선은 분리되어 

quarter bridge에 연결되었다. 연결된 후 data acquisition system (Labview, 

Raleigh, NC, USA) 을 통해 연결유무를 확인한 후 식립과 동시에 변형률을 측

정하였다. 평균 10kHz로 데이터를 기록하였으며, 저장된 데이터는 excel 파일로 

변환하여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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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Application of 5 element gauge on artificial bone surface. Grid width was 0.45 mm 

and grid pitch was 0.5 mm. The distance from miniscrew to 5 element gauge was 

measured. 6th lead wire connected to precision resistor shoes value is same as 

gauge resistance using short bar connection. 

   

 

2) 미니 스크류 계면 변형률 계측을 위한 회귀방정식 도출 

미니 스크류 계면으로부터 0.5 mm 간격의 거리에서 계측된 5개의 변형률 측

정을 통해 미니 스크류 거리와 변형률에 한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였으며, 각 

모델에 한 수렴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실제 식립된 미니 스크류와 센서의 거

리를 확 경으로 계측하여 각 미니 스크류와 센서의 거리를 보정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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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pplication of data acquisition program for strain and torque measurement  

(Labview, Raleigh, NC, USA). 
 

 

나. 식립 토오크 측정 

식립 토오크는 두 형상의 미니 스크류에 해 3 가지 다른 두께의 피질골에 

식립하여, 미니 스크류가 최  깊이로 매식되는 부위에서의 회전력(식립토오크, 

Ncm)으로 계측하였다. ASTM 543-02 의 기준에 따라 제작된 토오크 시험기 

(Biomaterial Korea In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5 rpm 의 일정 회전속도와 

1.470 kgf 의 일정 하중을 가하여 식립 위치까지의 식립 토오크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Fig. 5). 인공골 시편에 수직 방향으로 미니 스크류의 첨부가 

닿도록 한 후, 토오크 시험기의 회전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삽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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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QuickDataAcq, CA, USA)을 이용해 0.1 초 단위로 토오크 값을 

기록하였다. 미니 스크류의 삽입 깊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0.01 mm 까지 

인식할 수 있는 dial indicator depth gauge 를 사용하였다. 각 골 시편 당 

12 개의 미니 스크류를 삽입하였다. 

 

 

 

 

Fig. 5. Photo image and schematic diagram of torque tester  

(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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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icro - computed tomography (μCT)의 촬영 

1) Pre-set of μCT  

μCT는 Skyscan 1076 (Skyscan, Aartselaar, Belgium) 을 사용하였다(Fig. 6). 

예비촬영을 통하여 가장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μCT를 pre-set한 후에 

-100mm object position에서 flat field를 설정하였다(Table 3).  

 

 

 Fig. 6. Skyscan 1076 micro-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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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ues of micro-computed tomographic scanning parameters 
 

 Pre-set values 

Filter Al 0.5mm + Cu 0.038mm 

Resolution 9 μm  

Voltage 100 kV 

Current 100 mA 

Exposure Time 6479 ms 

Rotation Step 0.6 deg. 

 

 

2) 시편의 positioning 

최적의 이미지를 얻고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미니 스크류 드라이버로 

custom made object holder 를 제작하였다(Fig. 7). Object holder 로 시편을 

위치시킨 후, 90 도 간격으로 scout view 를 촬영하여 scanning width 를 

결정하였고 이때 평균 감약 투과율(attenuation transmission)이 60%가 되도록 

노출시간을 다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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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ustom made object holder. 

 

3) μCT의 촬영과 image reconstruction 

Frame averaging을 3으로 설정하고 360도 회전 촬영하였다. 모든 이미지는 10 

Megapixel(4000x2300x12bit) cooled digital X-ray camera with fiberoptic 

coupling to scintillator로 전송되어 2000x2096 pixel의 TIFF 파일로 저장되었다. 

한 시편당 400분의 scanning time이 소요되었다. 획득된 영상정보는 Dual Intel 

Xeon 3GHz CPU와 2G memory를 내장한 컴퓨터에 Nvidia quadro FX 1300의 

비디오 카드를 이용하여 BMP파일로 재구성하고 이는 다시 Nrecon Ver 

1.3(Skyscan, Aartselaar, Belgium) 프로그램으로 0-0.0731 범주의 gray scale 

level로 재건하였다. 이때 smoothing level은 1, ring artifact reduction level은 7, 

beam hardening은 37 %로 설정하였다. 이 데이터는 다시 미니 스크류의 

image로 재건하여 인공골의 수직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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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미니 스크류의 계면에 부착된 5 element strain gauge 에 의해 균일 간격에 

한 변형률을 측정하여 미니 스크류 계면에서의 변형률을 회귀 방정식으로 

구하였다. 변형률 측정을 위한 회귀 함수를 도출하였으며, 각 피질골 두께에 

한 변형률 변화 곡선을 도출하였다. 미니 스크류 디자인에 한 각각 피질골 

두께에서의 최  식립 토오크, 전체 식립 시간에 한 상호 교호작용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2-way ANOVA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사후검정으로 

Tukey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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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피질골 두께에 한 변형률 측정 

피질골 두께 1.0 mm 에서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최  8000 μstrain의 계면 

변형률이 나타났으며, 최종 식립시 변형률은 6500 μstrain 값을 나타내었다. 이

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최  7500 μstrain의 계면 변형률이 나타났으며, 최종 식

립시 변형률도 8000 μstrain 값으로 최  식립 계면 변형률과 유사한 값을 나타

내었다 (Fig. 8, 9). 피질골 두께 1.5 mm 에서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최  

13700 μstrain의 계면 변형률이 나타났으며, 최종 식립시 변형률은 9500 μ

strain 값을 나타내었다.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최  13800 μstrain의 계면 변

형률이 나타났으며, 최종 식립시 변형률도 12400 μstrain 값으로 최  식립 계

면 변형률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Fig. 10, 11). 피질골 두께 2.0 mm 에서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최  11600 μstrain의 계면 변형률이 나타났으며, 최종 

식립시 변형률은 7000 μstrain 값을 나타내었다.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최  

19500 μstrain의 계면 변형률이 나타났으며, 최종 식립시 변형률도 17200 μ

strain 값을 나타내었다 (Fig. 12, 13). 변형률 그래프 양상은 모든 피질골 두께에

서 단일 나사산에서는 피질골 천공시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을 보이면서 나사산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동(fluctuation)양

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단일 나사산 구조와 같이 피질

골 천공시에 높은 값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이중나사산 

식립 부위부터 다시 변형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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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hanges of strain for single thread miniscrew at 1.0 mm cortical bone thickness. 
 

 

Fig. 9. The changes of strain for dual thread miniscrew at 1.0 mm cortical bone thickness.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0 20 40 60 80 100

St
ra

in
(μ

ε)

Insertion time(sec)

d1

d2

d3

d4

d5

intercept_reg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0 20 40 60 80 100

St
ra

in
(μ

ε)

Insertion time(sec)

d1

d2

d3

d4

d5

intercept_reg



 

19 

 
 

Fig. 10. The changes of strain for single thread miniscrew at 1.5 mm cortical bone thickness. 

 

 

Fig. 11. The changes of strain for dual thread miniscrew at 1.5 mm cortical bon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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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changes of strain for single thread miniscrew at 2.0 mm cortical bone thickness. 

 
 

 
Fig. 13. The changes of strain for dual thread miniscrew at 2.0 mm cortical bon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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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립 토오크 측정 

가. 피질골 두께와 스크류 디자인에 따른 식립 토오크의 변화 양상.  

초기 피질골 천공시에 식립 토오크가 크게 증가하다가 천공 이후 점차 감소하

였으며, 이후 식립 깊이가 증가하면서 식립 토오크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중 나사산의 경우 이중 나사산부위가 식립되면서 식립 토오크가 단일 나사산

보다 먼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점에서의 식립 토오크 증가 경사도는 

단일 나사산과 이중나사산에서 유사한 값을 보였다 (Fig. 14-16). 

 

 

 
 

Fig . 14. The changes of torque depending on the types of miniscrew  

at 1.0 mm cortical bon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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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5. The changes of torque depending on the types of miniscrew  

at 1.5 mm cortical bone thickness. 

 

 
Fig . 16. The changes of torque depending on the types of miniscrew  

at 2.0 mm cortical bon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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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질골 두께와 스크류 디자인에 따른 최  식립 토오크 비교.  

피질골 두께 1.0 mm에서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9.1 Ncm,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10.6 Ncm으로 최  식립토오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001), 

피질골 두께 1.5 mm에서도 각기 10.0 Ncm , 13.8 Ncm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001), 피질골 두께 2.0 mm에서도 각기 9.8 Ncm, 15.8 Ncm으로 최  식립 

토오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피질골 두께에 

따른 최  식립 토오크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1.0 mm, 1.5 mm, 2.0 mm 피질골 

두께에서 각기 9.1 Ncm, 10.0 Ncm, 9.8 Ncm으로 최  식립 토오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피질골 두께에 따른 최  식립 토오크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1.0 mm, 1.5 mm, 2.0 mm 피질골 두께에서 각기 10.6 Ncm, 13.8 

Ncm, 15.8 Ncm으로 최  식립 토오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1). 

결론적으로 변수별 상호 교호작용 검증결과에서 피질골 두께, 나사산 형태에 한 

전체 식립 토오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피질골 두께와 나사산 

형태간에 교호작용이 관찰되었다 (Fig. 17, Table 4, 5). 

 

Table 4. The changes of maximum insertion torque depending on cortical bone  

thickness and the types of miniscrew 

 Cortical bone thickness (mm) 
1.00 1.50 2.00  

Maximum Insertion 
Torque (Ncm) 

Maximum Insertion 
Torque (Ncm) 

Maximum Insertion 
Torque (Ncm)  

Mean SD Mean SD Mean SD Sig 

Single Thread 9.1 0.6 10.0 1.3 9.8 0.4 NS 

Dual Thread 10.6 0.7 13.8 0.5 15.8 1.2 * 

Sig *  *  *   

*  Statically significant (P<0.0001) 

Thickness

Torqu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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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eraction test of maximum insertion torque with cortical bone  

thickness and miniscrew design 

 

 

 

 

 

 

 

 

 

 

 

 

 

 

 

 
Fig. 17. The changes of maximum insertion torque depending on cortical bone 

thickness and the types of miniscrew.  *P < 0.0001  

 

 

 

 

Effect 
Num 
DF 

Den 
DF F Value P  

thickness 2 30 38.41 <.0001

Design 1 30 180.03 <.0001

thickness*Design 2 30 20.9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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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질골 두께와 스크류 디자인에 따른 최  식립시간의 비교. 

피질골 1.0 mm에서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91.7 sec,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91.5 

sec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피질골 1.5 mm에서 각기 92.9 sec, 91.7 sec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피질골 2.0 mm에서도 각기 92.4 sec, 92.5 sec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피질골 두께와 나사산 형태에 따른 전체 식립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피질골 두께 및 나사산 형태간에 교호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6, 7). 

 
 
Table 6. The changes of total insertion time depending on cortical bone  

thickness and the types of miniscrew 

 

 
Sig : significance,  NS : Statically not significant (P>0.05) 

 
 

Table 7. Interaction test of total insertion time with cortical bone  

thickness and miniscrew design 

 

 

 

 
 
 
 

 
Cortical bone thickness (mm) 

1.00 1.50 2.00  
total insertion 

time (sec) 
total insertion 

time (sec) 
total insertion 

time (sec)  

Mean SD Mean SD Mean SD Sig 

Single Thread 91.7 0.5 92.9 1.8 92.4 0.8 NS 

Dual Thread 91.5 0.4 91.7 0.9 92.5 0.9 NS 

Sig NS  NS  NS   

Effect Num 
DF 

Den 
DF F Value P  

thickness 2 30 2.39 0.1084

Design 1 30 1.86 0.1832

thickness*Design 2 30 1.35 0.2744

Thickness

Tim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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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 영상에서 피질골 두께 및 디자인에 따른 피질골 수직 변형률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직적인 변형률은 20-50 μm의 범위로 작게 나타났으며, 두

께와 디자인에 따른 변형률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직적인 변

형률의 증가가 측방 변형률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

다 (Fi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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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미니 스크류의 안정성에 한 연구에는 유한요소 해석법과 조직학적인 관찰 

등이 있는데, 유한요소 해석법은 컴퓨터상에서 조건화시킨 가상적인 수치값에 

의한 간접적인 연구 방법이므로, 실제 임상에서와는 차이가 많았으며, 

동물실험을 통한 조직학적인 관찰방법은 임상에 보다 가까운 조건일 것으로 

보이지만, 식립하는 골부위의 물리적인 상태가 각기 다르며, 식립실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변형률과 토오크 이외에 감염, 식립 상태, 혈류공급 상태등 

다른 요인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골의 물성과 가장 흡사한 인공골을 제작하여, 실험실상에서 객관화시킨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골은 서로 다른 밀도값의 수질골 grade 2 (20 pcf)과 

피질골 grade 5 (50 pcf) 부분을 합체하여 제작하였고, 인공 피질골의 두께를 1.0 

mm, 1.5 mm, 2.0 mm로 각기 다른 두께로 가공하였다. 이러한 인공골은 인간 

골의 강도 등의 물성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 한 흡사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된 것이다. 골과 미니 스크류 계면에서의 변형률에 한 직접적인 

계측은 게이지의 파절 및 변형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5 element strain 

gauge를 이용하여, 미니 스크류 계면으로부터의 변형률에 한 회귀함수를 

도출하여 계면에서의 변형률을 유추하였다.  

식립시 변형률 그래프는 피질골의 두께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였다. 

피질골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피질골 관통 시 일어나는 최  변형률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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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립 시간이 연장되었으며, 피질골 관통 이후 관찰되었던 변형률 변화의 

파동현상이 감소하였다. 이는 나사산의 외경과 내경에 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변형률 차이가 피질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1 mm 

두께의 피질골에서는 이중 나사산과 단일 나사산과에 변형률 차이가 1000 

μstrain에 그쳤지만, 피질골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은 10000 μstrain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이중 나사산에서 피질골 두께 증가와 함께 최종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식립 시 나사산 첨단부의 초기 위치에 

한 차이와 변형률 측정 센서 부착 시 발생되는 거리 오차 발생으로 인하여 

그룹간의 변형률 값의 절 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실험에서 피질골 두께가 1 mm인 경우에서, 단일 나사산 구조는 회귀 

방정식을 통해 8,000 μstrain의 최  계면 변형률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이중 

나사산 구조는 7,500 μstrain의 최  계면 변형률을 유추할 수 있었다. 1.5 mm 

피질골에 해서도 각기 13,700 μstrain, 13,800 μstrain 으로 최  계면 

변형률을 유추하였고, 2.0 mm 피질골에 해서도 각기 11,600 μstrain, 19,500 

μstrain 값으로 높은 최  계면 변형률을 유추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유한요소를 통하여 계면에서의 변형률값을 유추하였으며, 남(2008)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3 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미니 스크류 식립 시의 피질골 

변형률에 한 간접적인 해석을 하였는데, 미니 스크류 식립 시에 피질골에 

발생되는 변형률은 정상적인 골 개형을 위한 한계값인 4,000 μstrain을 

상회하였다. 박(2009)에 의한 연구에서는 남(2008)이 사용한 모델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pilot drilling없이 self-drilling 방식으로 식립할 경우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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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골의 변형률을 3 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해석결과, 

치밀골에 발생하는 변형률은 미니 스크류의 식립 깊이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미니 스크류와 접하고 있는 모든 인접골의 영역에서 변형률의 크기는 40,000 

μstrain이상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골 생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허용치의 10 배 

이상이므로 골 계면에서 골 개형의 장애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추한 최  계면 변형률 값은 기존 유한요소에 의한 값에 비해 낮은 값을 

보여주어 유한요소 모델과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수치 값들도 

정상적인 골 개형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변형률 값이므로, 골 계면에서의 골 

소실과 괴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질골의 두께를 1.0 mm, 1.5 mm, 2.0 mm로 서로 다른 

두께의 모델을 사용하여, 최  식립 토오크와 계면 변형률을 측정하였으며, 

피질골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골 계면에서의 변형률 수치값도 상승하여 

나타났다. Motoyoshi(2008)는 미니 스크류를 식립할 때, 적당한 피질골의 두께가 

확보될 경우에 미니 스크류의 안정성이 증가되고, 주변골 조직에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질골의 두께가 최소한 1.0 mm이상일 경우에 

미니 스크류의 성공확률이 증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 

피질골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골 계면의 변형률도 높은 값을 보이므로, 

생물학적인 안정성에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실험에서 단일 나사산과 이중 나사산에 해서 주변골 변형률의 차이점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미니 스크류 다자인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단일 

나사산 구조는 나사산 사이 간격이 0.7 mm이지만, 이중 나사산 구조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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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산 길이 중의 상부 1/2 부분은 나사산 간격이 0.35 mm인 이중 나사산 

부분으로 제작되어 있다. 이중 나사산 구조는 단일 나사산 구조보다 피질골 

두께에 한 변형률 변화가 작게 나타났으며, 피질골에 초기 식립 시에 최  

계면 변형률과 최종 식립 변형률 간의 차이가 단일 나사산 보다 작고,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상부 1/2 부분인 이중 나사산 부분이 피질골에 삽입되면서, 

다시 변형률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변형률 값은 단일 나사산 구조와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 피질골 두께 증가에 따라 10,000 μstrain이상의 값을 보였다. 

이는 주변골의 괴사나 미세골 파절을 야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치값이다.  

피질골 두께와 미니 스크류 디자인에 따른 계면 변형률을 측정한 모든 

그래프에서 회귀함수를 통해 얻은 계면에서의 변형률은 생리적인 허용치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값이었으며, 계면으로 가까워질수록 변형률은 2 차함수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골 계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에 의해 미세 

골 파절과 골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나, 미니 스크류 주변골의 전반적인 파절 

및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면에서 발생하는 높은 

변형률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미니 스크류의 실패율이 크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이다. 추후에 동물실험과 조직시편 분석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골 블럭을 사용하여 피질골 두께와 미니 스크류 디자인에 따른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였는데, 최  식립 토오크 값이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피질골 

두께 1.0 mm, 1.5 mm, 2.0 mm에서 각기 9.1 Ncm, 10.0 Ncm, 9.8 Ncm을 

보였으며,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각기 10.6 Ncm, 13.8 Ncm, 15.8 Nc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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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실제 사람에서 상, 하악골에 식립을 할 때에 나타나는 최  식립 

토오크는 7-9.8 Ncm정도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인공골 모형에서 

얻은 수치값들은 임상적인 수치값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나, 이중 나사산 

구조에 의해 최  식립 토오크가 크게 측정된 점을 제외하고는 임상적인 

수치값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 사용한 인공골 

블럭 모형과 실제 인간 골의 물성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식립 토오크 측정을 통해 얻은 그래프는 모든 피질골 두께에서 

비교적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최  식립 토오크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후에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  식립 

토오크는 미니 스크류의 첨부가 피질골 부위를 관통할 때 나타나게 되며, 그 

후에는 보다 부드러운 해면골 부위를 통과하게 되므로, 다시 일시적으로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그 후에는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식립 깊이에 따라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상부 1/2에 

해당하는 이중 나사산 부분이 피질골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 보다 먼저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보이게 된다. 김(2006)에 의한 이전의 

연구에서도 인공골을 사용하고, 미니 스크류의 최  식립 토오크를 직경과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연구 하였다. 이에 얻은 식립 토오크 분석 그래프 

곡선은 식립 시간에 비례하여, 식립 토오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얻은 그래프 곡선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실험모델 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골 모형을 보면, 단일한 골 밀도 30 pcf(0.48 g/c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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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골 모형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골 모형은 해면골을 

체하는 grade 2 (20 pcf) 와 피질골 부위의 grade 5(50 pcf)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을 cyanoacrylate resin 접착제를 이용하여 세 종류로 

피질골의 두께를 다르게 하여 부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인공골의 모형이 

인간의 골 조건에 더 근접하므로, 인간 골에 식립할 때 나타나는 최  식립 

토오크 곡선은 본 실험에서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식립 토오크에 한 측정값을 비교해 보면,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는 1.0 

mm에서 2.0 mm까지 피질골 두께 증가에 따른 최  식립 토오크의 변화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는 

피질골 두께에 따른 최  식립 토오크의 변화가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동일한 피질골 두께에서 단일 나사산 구조와 이중 나사산 구조간에도 최  

식립 토오크 값이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임(2005)의 연구에서 피질골 두께에 따른 최  식립 토오크의 측정 결과 모든 

스크류 형태에서 피질골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다 큰 최  식립 토오크 값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피질골 두께가 1.0 mm와 1.5 mm 사이에는 최  식립 

토오크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1.5 mm와 2.0 mm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식립 토오크 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경, 

형태, 길이의 순서였다고 하였다. 송(2005)의 연구에서 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최  삽입 토오크 값과 최  제거 토오크 값이 원통형의 미니 스크류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부분 원통형과 원통, 원추 복합형에서는 피질골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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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커진다고 하였고, 모든 피질골 두께에 원통, 원추 복합형, 부분 

원통형, 원통형 순으로 최  삽입 토오크 값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2006)의 연구에서 미니 스크류의 이중 나사산과 직경의 차이가 삽입 및 제거 

토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단일 나사산 구조가 이중 

나사산 구조보다 유의성 있게 더 높은 최  삽입 토오크와 더 낮은 제거 

토오크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직경이 굵은 미니 스크류가 더 큰 최  삽입 

토오크와 최  제거 토오크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데, 실험 모델인 이중 나사산 미니 스크류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이중 나사산 구조의 미니 스크류는 

나사산간의 간격이 1/2 로 감소하며, 이중 나사산 부위는 덜 깊게 파여지게 

제작되어서, 외경은 동일하지만 내경은 0.08 mm 증가된 효과를 얻게 되어 

토오크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나사산 구조에서 최  식립 토오크가 이중 나사산 구조에서 

보다 유의성 있게 작게 나타났으나(P<0.0001), 최  식립 시간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2006, 2009)의 연구에서는 이중 나사산 

구조의 미니 스크류가 단일 나사산 구조보다 유의성 있게 더 낮은 최  식립 

토오크와 높은 최  제거 토오크를 보이지만, 최  식립 시간이 단일 나사산 

구조보다 길어서 주위 골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 또한 본 

실험과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미니 스크류 디자인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중 나사산 미니 스크류는 이중 나사산이 만들어진 

경사도가 단일 나사산의 경사도와 다르게 제작되어서, 미니 스크류 식립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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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립 속도가 이중 나사산 부위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식립될 때, 

전체적인 식립 속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마찰력이 감소하므로 식립 토오크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식립 시간의 증 가 식립 토오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중 나사산 구조의 미니 

스크류에서는 이중 나사산 부위의 경사도가 단일 나사산 부위의 경사도와 

동일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중 나사산이 식립될 경우에도 식립 속도는 

하방의 단일 나사산의 식립 속도에 의해 동일하게 결정되게 된다. 결국 총 식립 

시간은 단일 나사산과 이중 나사산간에 차이가 없게 되며, 이중 나사산이 

동일한 속도로 식립되므로, 이중 나사산 부분이 피질골에 식립될 때, 식립 

토오크와 골 변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 사용된 이중 나사선 

형태가 기존 형태와 비교 시 초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생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식립 깊이에 따른 변형률과 식립 토오크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단일 

나사산에서는 초기에 최  변형률 값을 보이다 감소한 후 일정 값을 유지하지만, 

식립 토오크는 식립 깊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났다. 이중 

나사산에서는 초기 최  변형률 값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변형률이 증가하였고, 

식립 토오크는 식립 깊이에 따라 단일 나사산과 같이 증가하다가 보다 급격한 

경사도로 증가하였다. 최  변형률은 식립 초기에 나타나는 반면 최  식립 

토오크는 최종시기에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가 식립형 이중 나사산구조가 미니 스크류의 초기 

안정성에 기계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피질골 두께의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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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골의 변형률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상악골과 같이 골 

밀도가 치밀하지 못한 골질에 미니 스크류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이중 나사산 

미니 스크류가 유용할 수 있으나, 피질골 두께가 2 mm 이상이고 골 밀도가 

치밀한 하악 구치부에서는 단일 나사산 미니 스크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후의 미니 스크류에 한 연구는 이중 나사산 구조의 미니 스크류의 

기계적인 안정성을 보완하고, 생물학적인 친화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디자인에 

한 연구와 동물 실험과 임상에서의 적용 방법에 하여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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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중 나사선 구조가 미니 스크류 주변 골의 응력 감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와 피질골 두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골을 이용하여 미니 스크류 식립시 주변골의 

변형률과 식립 토오크를 계측하였다. 1.5 mm 폭경과 7 mm 길이의 두 종류의 

단일 나사산 형태(OAS-T1507)와 이중 나사산 형태(MPlant-U3)의 교정용 미니 

스크류를 이용하여 인공 피질골 두께가 1.0 mm, 1.5 mm, 2.0 mm 인 인공골 

블럭에, 5 element strain gauge 를 부착하여 미니 스크류 식립 시에 발생되는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또한, 미니 스크류를 식립하여 각각의 피질골 두께에서 

미니 스크류가 최  깊이로 매식되는 부위에서의 회전력(식립 토오크, Ncm)을 

계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변형률 그래프에서 단일 나사산에서는 초기 증가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을 보이면서 나사산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동양상이 관찰되었다. 반

면 이중 나사산에서는 초기 증가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이중 나사산 식

립 부위부터 다시 변형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2. 미니 스크류 식립 시 이중 나사산에서 피질골의 두께가 1.0 mm 에서 2.0 mm 

로 증가함에 따라 스크류 주변골에 발생하는 변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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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니 스크류 식립 시 피질골 두께의 증가에 따라 단일 나사산 형태에서는  

식립 토오크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이중 나사산에서 식립 토

오크 값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001).  

 

4. 모든 피질골 두께에 해 단일 나사산에서 이중 나사산보다 유의성 있게 낮

은 식립 토오크 값이 측정되었다(P<0.0001).  

 

이상의 결과에서 자가 식립형 이중 나사산 구조가 미니 스크류의 식립 초기 

시 기계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피질골 두께 증가에 해 주변골에 

과도한 변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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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in of bone-implant interface and insertion torque regarding 

different miniscrew thread designs using artificial bone model 

 

Sung Hwan Kwo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 Seog Yu  D.D.S., M.S.D., Ph.D.) 

 

Recently, various shapes and designs of orthodontic miniscrew have been 

developed and evaluation methods of initial stability of miniscrew have been 

introduced. A new dual thread type miniscrew design has been developed to 

improve initial stability and to release strain concentration. Insertion strain 

and torque during implantation was measured to recognize whether a dual 

thread type miniscrew can release strain at bone and miniscrew’s interface. 

Furthermore, this insertion strain and torque can enhance mechanical 

properties of dual thread type miniscrew regarding different cortical bone 

thickness. 

In this study, 36 pieces of single thread type (OAS-T1507) and dual thread 

type (MPlant-U3) miniscrews were used. Surface strain and insertion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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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measured using the artificial cortical bone with different thickness of 

1.0 mm, 1.5 mm, 2.0 mm at each screw thread desig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train of single thread type increased at initial placement reaching the 

highest peak, following decreased gradually showing constant cyclic 

fluctuations. The stain of dual thread type also increased at initial 

placement, and decreased gradually, finally increased.  

 

2. Bone strain value at dual thread miniscrew has increased with increase 

of cortical bone thickness. 

 

3. For the single thread miniscrew, maximum insertion torque showed a 

relative constant value, but for the dual thread miniscrew, maximum 

insertion torqu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cortical 

bone thickness (P<0.0001).  

 

4. Maximum insertion torque through all cortical bone thickness was 

significantly lower at single thread type compared with dual thread 

type (P<0.0001).  

 

 



 

46 

   

As a result, self-drilling dual thread miniscrew can improve initial 

mechanical stability, but it may bring out excessive strain over physiological 

bone remodeling level at the bone-implant interface of thick cortical bone 

layer. 

 

 

 

 

 

 

 

 

 

 

 

 

 

 

Key words : miniscrew, thread design, single thread, dual thread, strain, 

maximum insertion torque, cortical bon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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