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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미니스크루 식립후 즉시 부하력 크기에 따른 치조골 변화 

 

교정력 크기에 따른 미니스크루 주변의 골반응을 알아 보기 위해 식립토오크와 

동요도, 변위량을 측정하고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견 4 마리의 하악 

협측골에 자가드릴법 미니스크루(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 40 개를 

식립하고 식립 시 토오크와 동요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과 low force(250 gm), 

high force(500 gm)군으로 나누어 3 주, 12 주 동안 교정력을 적용하였고 동요도와 

변위량을 측정하였다.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여 미니스크루 주변 골반응을 

조직계측학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상적인 위치에 식립된 32 개중 low force 군에서 1 개가 실패하여 

전체성공률은 96.9%였다. Low force 와 high force 군간의 성공률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동요도(PTV)는 모든 실험군에서 3 주와 6 주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 

0.01), low force 와 high force 군간에 동요도나 변위량은 차이가 없었다.   

3. 교정력 크기에 따른 전체골접촉률, 피질골접촉률 차이는 없었으며(p > 0.05) 

기간에 따른 차이는 피질골접촉률이 3 주 군보다 12 주군에서 유의성있게 

낮았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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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골면적 비율은 교정력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피질골면적 

비율은 low force 군보다 high force 군이 유의성있게 낮았다(p < 0.001).   

5. 평균 골흡수깊이와 평균 골흡수면적은 high force 군이 low force 군보다 컸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6. 무기질 침착률과 골 형성률은 high force 군이 low force 군과 control 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p < 0.05). 

이상의 소견에서 자가드릴법 미니스크루가 low force(250 gm) 와 high force(500 

gm)에 대해 12 주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주었다. 다만 피질골 면적비율이 

12 주까지 low force 군에 비해 high force 군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는데 

피질골은 미니스크루 식립시와 교정력을 적용했을 때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이고 

교정력 부하에 적응하는 골개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이므로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교정용 미니스크루, 조직학적 소견, 즉시 부하, 악정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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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크루 식립후 즉시 부하력 크기에  

따른 치조골 변화   

 

 

(지도 황 충 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윤 병 수  

 

Ⅰ. 서론 

 

골격성 고정원(skeletal anchorage)이 교정용 고정원으로 사용되면서 환자의 

협조도 없이 안정된 치아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크기가 작아 치근 사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 위치할 수 있고 식립 

및 제거술식이 간편하여 환자 불편감이 적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등 장점이 많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니스크루의 임상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악치아 이동이나 악정형력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Kircelli 등(2008)은 3 급 부정교합 환자에게 골격고정원을 이용한 

facemask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350 gm 을 사용하였으며 Erverdi 등(200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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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부 압하를 통한 개방교합 치료에서 400 gm 의 교정력을 적용하였다. 

Gelgor 등(2004)은 구치부 원심이동 치료에 미니스크루를 사용하였는데 500 gm 의 

교정력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교정력을 적용한 동물실험 결과도 보고되었는데 Buchter 

등(2005)은 900 cNmm 이상의 모멘트 교정력에서 미니스크루 32 개중에 5 개가 

탈락하였다고 보고하였고 Doi (2006)는 600 gm 의 교정력에 94%의 성공률을 

발표하였다. Mortensen 등(2009)은 600~900 gm 의 교정력을 6 주간 적용하여 

식립깊이가 6 mm 일 경우 100%, 3 mm 일 경우 80%의 성공률을 보고하였으며 조 

(2009)는 500 gm 의 교정력을 6 주동안 적용하여 16 개중 2 개가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조직계측학적 연구에서 교정력이 미니스크루의 골반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250 

gm 의 교정력을 조기 부여하였을 경우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속적으로 

골개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표하였다(정, 2007). Melsen 둥(2001)은 100-300 

gm 의 교정력을 가한 경우가 힘을 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조직 turnover 속도와 

치조골 밀도가 높다고 하였다. Deguchi 등(2003)은 200~300 gm 교정력을 가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지 않았지만 높은 골 접촉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Ohmae 

등(2001)은 150 gm 교정력 부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석회화 부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Daimaruya 등(2001)은 150 gm 교정력 부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골접촉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Buchter 등(2005)은 일정한 크기 이하에서 교정력이 

골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미니스크루 계면에서 골 형성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높은 교정력을 적용하여 골 반응을 연구한 동물실험은 보철용 임플란트에서 주로 

보고되었는데 Akin-Nergiz 등(1998)은 2N 과 5N 을 비교 실험하여 동요도, 변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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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적 골 면적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De Pauw 등(2002)은 

5N 의 악정형력을 부여한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이 차이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반면에 Hsieh 등 (2008)은 100, 200, 500 gm 의 교정력을 

적용 후 변위량을 측정하였을 때 500 gm 에서 3 개월 후에 경사이동이 시작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미니스크루의 변위량을 연구한 Liou 등(2004)은 400 gm 의 교정력을 

9 개월간 적용한 임상증례에서 16 명중 7 명의 환자에서 평균 0.4mm 의 경사 

변위량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500 gm 이상의 교정력을 부여한 후 미니스크루 주위 골 반응을 연구한 것은 극히 

드물다. 조(2009)는 성견 하악골에 6 주 동안 500 gm 과 200gm 의 교정력을 가한 

후 전체골 접촉률과 면적비율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미니스크루는 식립 과정중에 인접골을 압축함으로서 미니스크루와 골 접촉률을 

향상시키며 초기 안정성을 얻게한다. 골유착 임플란트는 긴 치유기간과 거친 

표면으로 골유착의 안정성을 가지지만 미니스크루는 식립 시 골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 기계적인 유지력을 제공하는 초기 안정성을 이용하여 교정력에 

저항한다. 초기 안정성이 약하여 생기는 micromotion 은 미니스크루와 골사이에 

섬유조직을 만들어 미니스크루 실패를 야기하는데 미니스크루 실패가 주로 초기에 

일어나는 원인이다(Miyawaki 등, 2003). 피질골은 초기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교정력에 대한 적응성 골 개조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이므로 

해면골과 나누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정력에 의한 미니스크루 주변골의 과도한 응력은 골재형성보다 많은 골흡수를 

야기하여 결국 미니스크루 탈락을 가져올 수 있다. 미니스크루 주변 치조골에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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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거나 미니스크루 변위를 일으키는 교정력의 크기의 한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저자는 3 주, 12 주 동안 low force(250 gm) 와 high force(500 gm)로 

크기를 달리한 교정력을 적용하였을 때 주변골에 미치는 골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동요도와 변위량측정과 함께 조직계측학 분석방법으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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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과 실험재료 

본 연구는 12개월 된 건강한 웅성 성견(beagle dog) 4마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체중은 12-13 kg이었다. 실험동물의 구입, 선택, 관리 및 실험 술식 등은 연세의

료원 실험동물 위원회의 동물실험 규정에 의거하였다.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직경 1.5mm, 식립길이 7mm의 non-drilling 형의 원통형 

(SPL-1506H, Biomateials Korea Inc., Seoul, Korea)을 선정하였으며 총 40개가 

사용되었다. 헤드에 구멍이 있어 강선를 위치 시키고 코일스프링으로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제품이다. 미니스크루의 디자인과 각 부위별 길이 수치 값은 Fig. 1의 모식도

와 수치표로 나타내었다. 

 

 

 

 

 

 

 

 

 

 

 

 

Fig.1. Schematic diagram of mini-screw and main measurements (unit: mm). 

 
Measurement 

Internal diameter (d1) 1.45 

External diameter 
(d2) 1.5 

Length of spiral part 
(A1) 6 

Upper part 1 (A2) 3.6 

Upper part 2 (A3)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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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스크루의 식립 

실험동물에 Atropine 0.05 mg/kg 을 피하 주사하고, Rompun 2 mg/kg 과 

Ketamine 10 mg/kg 을 정맥 주사하여 전신 마취를 유도한 후 2 % Enflurane 으로 

마취를 유지하였다. 실험 동안 보온 패드 (heating pad)로 체온을 유지하며 심전도를 

관찰하였다. 미니스크루 식립 시, 식립 부위에 에피네프린(1:100,000)이 포함된 2% 

염산 리도케인을 이용하여 침윤 마취도 함께 실시하였다.  

미니스크루는 치아 사이 혹은 치근 사이에 좌, 우 5 개씩 식립하여 한 마리에 

10 개씩, 모두 40 개의 미니스크루를 식립하였다. 식립 전에 3~5 mm 의 잇몸 절개를 

시행하였으며 식염수 관주 하에 스크루 나사산이 치조골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식립하였다.  

실험군에는 코일스크링을 이용하여 교정력을 가하였는데 미니스크루 사이 거리를 

디지털 캘리퍼스(Mitutoyo, Japan)로 측정한 후 그 거리에서 250 gm 과 500 

gm 의 힘을 나타내는 코일스프링(Dentarum, Germany)을 절단하여 강선(019 x 

025 스테인레스스틸, Dentarum, Germany)과 함께 미니스크루 헤드에 위치시켰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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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lantation sites of orthodontic mini-screws.  

Two miniscrews were connected with a rectangular wire and coil spring creating a 

reciprocal load of 250 gm and 500 gm.  

 

3. 식립토크, 동요도, 변위량 측정  

최종 식립 전에 토오크 센서(Mark-10, MGT50, U.S.A)을 이용하여 최대 

식립토오크를 N cm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식립 후 동요도 측정기(Periotest, Simens, 

Germany)를 이용하여 동요도를 계측하였다. 미니스크루의 움직임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거리를 식립 후 디지털 캘리퍼스(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동물의 구강위생을 위해 0.2% 클로로헥시딘 

용액과 칫솔을 이용하여 매일 구강양치를 시행하였다. 3 주마다 미니스크루 

이동거리와 동요도를 측정하였고 코일스프링을 교체해주었다. 실험동물 희생 10 일과 

3 일 전에 형광 현미경을 이용한 골의 광화 부위 관찰을 위해 Calcein green(Sigma, 

St. Louis, USA)을 정맥 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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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계측학적 분석  

조직 슬라이드를 광학 현미경 (Leica DC 300F, Leica Microsystems, Wetzler, 

Germany) 하에서 40, 100 배로 촬영하여 BMP 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Image-Pro 

Version 3.0 (Cybernetics Medi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미니 

임플란트의 800 μm 내에서 조직형태계측이 이루어졌으며 측정변수로 골접촉률(Bone 

implant contact)과 골면적비율(BV/TV, Bone volume/Total volume)을 %로 

계측하였으며 피질골 부위와 전체 매식된 부위로 나누어 계측하였다(Fig. 4). 동적인 

변수로 골 형성률(bone formation rate, BFR%/day)과 무기질 침착률(mineral 

apposition rate, MAR um/day)을 계산하였다. 무기질 침착률은 형광 현미경 하에서 

보면 동물 희생 3 일전과 10 일전에 7 일의 시간차를 두고 투여된 형광물질이 골형성 

부위에 특이성을 가지고 침착되어 나타나는데 두 줄의 형광 띠가 뚜렷이 관찰되는 

모든 부위에서 두 띠간의 거리(interlabel width)를 측정한 후 형광물질이 투여된 

날수의 차이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각의 pitch 에 대해 계산된 그 값을 모두 더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골형성률은 정해진 부위 내에서 두 줄로 나타난 형광 띠의 

길이(double-labeled line, DL)를 모두 더하고 한 줄로 나타난 형광 띠의 

길이(single-labeled line, SL)는 모두 더해 2 로 나눈 후 이 두 값을 더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미니스크루 주위골의 무기질 침착률을 곱하여 해당 부위의 골 면적(bone 

volume, BV)으로 나눈 후 100 을 곱하여 구하였다. 무기질 침착률과 골 형성률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Tang 등, 1997; Hagino 등, 2005).  

 

Mineral Apposition Rate (MAR) = interlabel width / 7days  

Bone Formation Rate (BFR) = [(∑DL + ½∑SL) X MAR]/ BV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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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Histomorphometric analysis for bone-implant contact and bone volume(a).  

Schematic drawing, illustrating the histomorphometric analysi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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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BIC including cancellus bone. Bone volume (BV) was measured within the range of 

800μm from miniscrew bone interface, The depth of the crater (CD) and area of the crater 

(CA) 

 

Crater depth 는 미니스크루 좌,우 피질골 상연의 가상 연장선에서 골 흡수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계측하였다. Crater Area 는 피질골 

부위에서 분화구 모양의 골 흡수 면적을 구하여 계측하였다(Duyck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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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분석 

각각의 변수에 대해 군마다 평균과 평균의 표준 오차(SEM, standard error of 

mean)를 구하였으며 SAS 9.1 ver(SAS Inc., North Carolin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 동요도와 변위량은 시점에 따라서 반복 측정된 자료이므로 교정력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mixed model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외 골 접촉률, 골 면적

비율, 골 흡수깊이, 골 흡수면적, 골 침착률, 골 형성률에 대해서는 기간(3주, 12주)과 

교정력(low force, high force)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Two-way ANOVA 분석을 수행하였

고, 사후검정시에는 Scheffe method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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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미니스크루 성공률 
 

정상적인 위치에 식립된 32개중에 1개의 미니스크루가 심한 동요도를 보여, 

32개중 1개가 실패하였다. 성공률은 96.9%이며 군별로 나누면 high force와 

대조군에서는 100%의 성공률을 보였으나 low force 군에서는 91.7%의 성공률을 

나타내었다(Table 1). 40개의 미니스크루 중 3개는 식립 과정에서 파절이 일어났다. 

조직표본 결과 치근과 접촉한 미니스크루가 5개 표본에서 관찰되었다. 치근과 접촉한 

미니스크루의 골반응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므로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 Total success and failure rate of miniscrews. 
 

Group 
 Successful  Failed Total 

  Screws Screws Screws 

High force 
N 12 0 12 

Total % 100% 0%   

Low force 
N 11 1 12 

Total % 91.7% 8.3%   

Control 
N 8 0 8 

Total % 100% 0%   

Total 
N 31 1 32 

Total % 96.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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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립토오크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식립 토오크가 15 Ncm 전후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Table 2. Insertion torque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Insertion Torque (Ncm) 
 Mean   SEM Sig. 

Low force 14.81   0.97  
High force 15.58 1.04          NS 

Control 15.82 0.91   
 
SEM;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3. 동요도(Periotest value) 

실험군 대조군 모두 식립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3주에 급격히 증가한 후 

12주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갖는다. Mixed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하였을 

때 p-value가 0.0003으로 시간과 교정력의 상호작용이 동요도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주어 시점간 동요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3주와 6주에서 low force군, high 

force군이 control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높은 동요도를 나타냈다(Table 2, Fig. 5).  

 
 
Table 3. Mobility change for loading periods (Periotest value) 

 
Weeks 0 3 6 9 12 

Group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Control 1.4 1.2  4.1  0.6 3.8 0.7 8.2 0.2  8.7  2.0  

Low force 1.3 0.9  9.1  1.8 10.9 2.0 11.0 2.3  12.1  2.1  

High force 2.8 0.8  8.5  1.5 8.0 1.8 9.8 1.6  11.1  2.4  
 
SEM; Standard error of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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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ar graph of Periotest values(PTV). Comparison of PTV between 0,3,6,9 and 12 

weeks *p<0.05  

 
 

4. 변위량 
 

미니스크루의 변위량은 12주 동안 low force군에서 57μm, High force군에서는 

52μm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Low force군과 high force군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4.  Measurement of mini-screws displacement (unit: mm). 
 

  Displacement of mini-screws (mm) 
Weeks   3 6  9  12 

Group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Low force 0.012 0.006 0.017 0.003 0.043 0.013 0.057 0.032 

High force 0.034 0.019 0.033 0.020 0.037 0.02 0.052 0.021 
 
SEM; Standard error of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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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소견 
 

 
가. Control group    

 

 

 

Fig. 6. Light microscopic photographs (A,B) and fluorescence microscopic photographs 

(C,D) of the control group. Left, right images are obtained after 3, 12 weeks respectively 

(Magnification X 40, Hematoxylin-Eosin staining). 

A,C : 3 weeks   B,D : 12 weeks 

 

 

D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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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ow force group 

 

 

                                      

                                      

Fig. 7. Light microscopic photographs (A,B) and fluorescence microscopic 

photographs(C,D) of the Low force group. Tension and pressure sides are left and right in 

each image. (Magnification X 40, Hematoxylin-Eosin staining). 

Bone resorption was observed adjacent to miniscrew(A,B) . 

A,C: 3 weeks     B,D: 1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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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 접촉률 (Bone Implant Contact) 

 

가. 전체골 접촉률 (Total BIC) 

Low force군은 3주와 12주 각각 65.4 %와 71.1 %를 high force군은 67.3 %와 

59.8%를 나타내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와 감소의 양상을 나타냈으나 p-value 

=0.358 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5).   

 

Table 5. Total Bone implant contact of each group (unit: %). 
 

Group 
 

Week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Total 
Sig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56.8 8.3  65.4  4.9 67.3 5.5 63.9 3.5  
12 59.6 2.8  71.1  4.3 59.8 3.1 63.5 2.4  

Total  58.2 4.1  68.2  3.2 63.6 3.2    p=0.183 

Sig          p=0.937 *p=0.358 
 

SEM; Standard error of mean, *two-way ANOVA p-value 

 

 

Fig. 9. Total bone implant contact of each group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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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force 군에서 압박측과 인장측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high force 

군에서는 p-value 0.034로 유의성 있게 인장측에서 골접촉률이 낮았다.압박측에서는 

low force 군과 high force 군의 차이가 없었으나 인장측에서는 12주에서 low force 

군에 비하여 high force 골접촉률이 유의성 있게 낮았다(Table 6).  

 

Table 6. Total Bone Implant contact at tension and pressure side (unit ; %). 
 

Week 

Low force  High force  

Pressure Tension 
p-value

Pressure Tension 
p-value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66.4 7.5 64.4 5.8 

NS 

70.9 7.9 63.8 3.5 0.238 

12 66.7 6.8 75.4 a 5.1 65.6 4.0 54.0 a’ 4.6 0.110 

Total 66.5 4.8 69.9 4.1 68.2 4.3 58.9 3.1 0.034 
 
SEM;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p-value=0.012 between a and a’  
 

나. 피질골 접촉률 (Cortical BIC) 

기간과 교정력에 따른 6개군의 two-way ANOVA 분석시 p-value는 0.595로 

피질골 접촉률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주군 평균과 12주군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는 p-value= 0.003으로 12주군에서 낮은 피질골 접촉률을 보였다(Table 7). 

 
Table 7. Cortical Bone implant contact of each group (unit; %). 

 
Group 

 
Week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Total 
Sig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86.2 4.4  86.2  2.6 89.1 3.6 87.3 1.9  
12 75.4 3.4  81.6  1.2 80.9 1.7 79.7 1.3  

Total  80.8 3.3  83.9  1.5 85.0 2.3   p=0.370 

Sig         p=0.003 *p=0.595 
 

SEM; Standard error of mean, *two-way ANOVA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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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Cortical bone implant contact of each group (unit: %). 

피질골 골접촉률에서는 압박측과 인장측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8).    

 

Table 8. Cortical Bone implant contact at tension side and pressure side (unit: %) 
 

Week 

Low force  High force  

Pressure Tension p-value Pressure Tension p-value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87.1 4.1 85.3 3.5 
NS 

88.9 4.2 89.2 3.3 
NS 12 82.3 5.5 80.9 3.9 80.1 2.4 81.7 3.9 

Total 84.7 3.3 83.1 2.6 84.5 2.7 85.4 2.7 
 
SEM;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7. 골 면적비율 (Bone Volume/ Total volume) 

 

가. 전체골 면적비율(Total BV/TV) 

기간과 교정력에 따른 6개군에서 p-value는 0.907로 전체골 면적비율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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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otal Bone Volume of each group (unit: %). 

Group 
 
Week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Total 
Sig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58.7 4.9  61.1  5.5 62.5 1.7 61.0 2.2  
12 58.8 6.6  60.5  7.7 58.7 1.7 59.3 2.9  

Total  58.7 3.8  60.8  4.5 60.6 1.3    p=0.903 

Sig         p=0.720 *p=0.907 
 
SEM; Standard error of mean, *two-way ANOVA p-value 
 

 

Fig.11. Total bone volume of each group (unit: %) 

 
압박측과 인장측에서도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0).  

 
Table 10. Total Bone Volume at Tension and Pressure side (unit; %). 
 

Week 

Low force  High force  

Pressure Tension 
p-value 

Pressure Tension 
p-value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61.4 6.2 61.9 3.2 

NS 

63.1 2.1 61.5 3.5 

NS 12 58.4 7.9 64.0 7.8 58.5 3.5 58.4 2.6 

Total 59.9 4.7 62.9 4.0 60.8 2.1 59.9 2.1 
 
SEM; Standard error of mean, NS; Non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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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질골 면적비율 (Cortical BV/TV) 

p-value는 0.168로 6개군의 피질골 면적비율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교정력의 크기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대조군과 Low force군에 비해 

High force군이 p-value=0.0001로 낮은 골 면적비율을 나타냈다(Table 11).  

 

Table 11. Cortical Bone Volume of each group (unit: %). 

Group 
 
Week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Total 
Sig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82.5 2.5  82.7  2.5 77.3 2.1 80.5 1.4  
12 86.3 2.3  84.5  0.9 73.9 1.1 80.7 2.9  

Total  84.4 1.7  83.6  1.3 75.6 1.2    p=0.0001 

Sig         p=0.555 *p=0.168 
 
SEM; Standard error of mean, *two-way ANOVA p-value  

 

Fig.12. Cortical bone volume of each group (unit: %). 

 

Low force 군에서 압박측과 인장측의 차이는 p-value = 0.115로 유의성이 

없었으나 high force 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인장측에서 피질골 면적비율이 

낮았다(Table 12).  

0.0 

20.0 

40.0 

60.0 

80.0 

3 12

BV
/T

V 
(%

)

Loading period (weeks)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 23 - 

Table 12. Cortical Bone Volume at Tension and Pressure side (unit: %) 
 

Week 

Low force High force 

Pressure Tension 
p-value

Pressure Tension 
p-value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85.7  3.2 79.6 1.8 *0.023 79.7 1.9 74.9 3.6 0.276 
12 85.1  2.4 83.9 1.7 0.759 76.8 2.0 71.0 0.9 *0.044 

Total 85.4  1.9 81.8 1.3 0.115 78.3 1.4 72.9 1.9 *0.031 
 
SEM; Standard error of mean, *p<0.05 
 

 

8. 골 흡수 깊이, 골 흡수 면적(Crater Depth, Crater Area) 

골 흡수깊이에서 기간과 교정력에 따른 6개군은 p-value는 0.896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간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면 3주보다 12주에서 유의성 있게 깊이가 

감소하였다(p<0.05). 교정력 크기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면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순서로 골흡수가 깊게 일어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13).  

 

Table 13. Crater depth of each group (unit: μm). 
 

Group 
 
Week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Total 
Sig 

Mean SEM Mean SEM Mean SEM Mean SEM 

3 106.9 50.6  126.2  36.8 132.2 11.8 123.4 17.4  
12 42.1 3.7  68.4  16.8 94.5 38.4 71.8 16.4  

Total  74.5 26.5  97.3  21.2 113.3 20.0    p=0.472 

Sig         p=0.045 *p=0.896 
 
SEM; Standard error of mean, *two-way ANOVA p-value 
  

 

골 흡수면적에서 기간과 교정력에 따른 6개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간에 

따라서는 3주군보다 12주군이 감소하였고 교정력에 따라서는 Contr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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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High force 순서로 골 흡수면적이 컸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14).  

 
Table 14.Crater area of each group (unit: μm2). 
 

Group 
 
Week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Total Sig 
  

3  Mean 15801.1  22722.4 28157.3  23050.7  
  

SEM 8254.9  7281.1  6444.4  4077.3  

12  Mean 2837.7  12320.3 16588.4  11498.8  
  

SEM 1255.4  5525.6  9519.1  4257.7  

Total Mean 9319.4  17521.3 22372.8  

  
p=0.239 

SEM 4576.2  4644.5  5751.0  
  Sig       p=0.067 *p=0.987 

 
SEM; Standard error of mean, *two-way ANOVA p-value  
 

 

9. 무기질 침착률, 골 형성률 

무기질 침착률과 골 형성률을 교정력의 크기에 따라 관찰할 경우 control과 low 

force 군에 비해 high force 군이 유의성 있는 높은 값을 나타냈다(Table 17).  

 

Table15. Mineral apposition rate(MAR, μm/day) and Bone formation rate(BFR, %/day) of 

each group. 

Group 
MAR(μm/day) 

Sig 
BFR(%/day) 

Sig 
Mean SEM Mean SEM 

Control 1.48 0.21 0.3 0.1 

Low force 1.38 0.1 0.33 0.13 

High force 2.20 0.15 0.61 0.08  
 
SEM; Standard error of mean, Sig; significance of groups and periods by Scheffe Method 

*p < 0.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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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ineral apposition rate(MAR, μm/day) and Bone formation rate(BFR, %/day) of 

each group *p < 0.05. 

  

기간별로 차이를 관찰할 경우 무기질 침착률에서 3주가 12주보다 유의성 있는 

높은 값을 나타냈다(p < 0.05, Table 18). 

 

Table16. Mineral apposition rate(MAR, μm/day) and Bone formation rate(BFR, %/day) of 

each period. 

 

Week 
MAR 

Sig 
BFR 

Sig 
Mean SEM Mean SEM 

3 1.93 0.18 
p=0.042 

0.46 0.09 
NS 

12 1.52 0.11 0.4 0.1 
 
SEM;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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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정상적 위치에 식립된 미니스크루 32개중에 low force군에 속하는 1개가 고정원으

로 실패하여 96.9%의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조(2009)는 32개중 5개가 실패하였으

며 200 gm 과 500 gm 교정력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Buchter 등(2005)은 300 

gm 적용시 32개중 5개가 탈락하였으나 100 gm에서는 실패가 없었다고 하였다. 

Mortensen 등(2009)은 600 gm 교정력을 적용하여 15개 모두 성공하였다고 하였다. 

실험동물의 차이, 식립 깊이의 차이, 식립 위치에 따른 골 밀도와 골 양의 차이 등이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인 원인으로 생각된다.  

조직소견에서 5개의 미니스크루가 치근과 근접하여 교정력 외에 다른 요인이 골반

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Motoyoshi 등(2009)은 미니스크루

가 치근에 근접할 때 골에 미치는 응력을 3D 유한요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치

근에 접근할수록 증가하고 접촉할 경우 응력이 140 MPa 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골흡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치근과 접촉한 미니스크루의 슬라이드 

조직소견에서 피질골부위에 광범위한 골흡수를 관찰할 수 있었다. 미니스크루 3개가 

식립중에 파절이 일어났다. 자가 드릴법으로 식립시 피질골이 단단할 경우나 치근과 

접촉하면 미니스크루의 파절이 발생할 수 있다(Cheng 등, 2004; Buchter 등 2005).  

식립토오크는 미니스크루에 의해 주변골의 변형된 정도를 반영하는데 초기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중 하나가 식립토오크를 측정하는 것이다. Control, low force, 

high force 군의 식립토오크 값은 15 Ncm 정도로 유사하였는데 beagle 을 실험에 

사용한 기존연구의 14.2 Ncm 과 유사한 수치이다(차, 2006). Cheng 등(200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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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의 식립토오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Motoyoshi 등(2006)은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을 높이는 적절한 식립토오크를 

결정하고자 미니스크루 식립토오크를 측정하였는데 높은 식립토오크가 오히려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 식립 토오크가 높을 경우 초기 안정성은 좋지만 주변골에 응력이 

높아 골괴사와 국소 허혈을 초래하여 골융합을 방해한다는 Meredith (1998)의 

연구결과도 있다.  

동요도 측정은 그 재현성과 정확도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Isidor 등, 1998) 

임상적으로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을 계측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 

동요도 계측치(periotest value)의 범위는 -8 에서 +50 으로 -8 에서 +9 까지 값은 

임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나타내며 +10 에서 +19 까지의 값은 촉진 가능한 동요도, 

+20 에서 +29 까지의 값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동요도, +30 에서 

+50 까지의 값은 혀나 입술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요도라고 분류한 기준이 

있다(Schulte 등, 1992; Tricio 등 1995). 이번 실험에서 식립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냈고 3 주에 급격히 증가한 후 12 주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3 주보다 

12 주에서 동요도가 증가하는 것은 미니스크류와 골사이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한 

초기 안정성이 치유과정에서 감소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차, 2006; Okazaki 등 

2008). 교정력을 가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3 주와 6 주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9 주와 12 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Low force 군(250 gm)과 high 

force 군(500 gm)간의 차이도 없었다.  

이번 실험에서 12주 동안 변위량은 low force군이 57μm, high force군이 52μm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반면에 Liou 등(2004)은 미니스크루를 고정원으로 400 gm의 

교정력을 가하여 전치부를 견인하였는데 16중 7명에서 평균 0.4mm의 전방 경사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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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교정력 적용 방향이 미니스크루 정출 방향이고 교정력의 적용 기

간이 9개월로 길고 임상연구였다는 차이로 생각된다. 보철용 임플란트를 이용한 실험에

서도 상이한 결과가 있는데 Akin-Nergiz 등(1998)은 5N의 악정형력으로 50μm 이

동하여 유의할 만한 변위량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Hsieh 등(2008)은 500 gm 힘을 3

개월 적용시 2.2 mm의 경사이동을 보고하였다. 장기간 동안 높은 응력을 받으면 임플

란트 주위골의 미세 손상이 축척되고 이에 따른 골개조가 골 손실과 빈 공간(void)를 

형성하고 그 결과 임플란트의 변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Hsieh 등, 2008).     

전체골과 피질골에서 교정력의 크기차이가 미니스크루의 골접촉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수치상의 양상은 low force 군(250 gm)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Daimaruya 등(2001)과 Ohmae 등(2001)은 교정력(150 gm)을 가한 군

에서 골접촉률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일정 정도 이하의 교정력은 골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High force 군(500 gm)은 대조군과 비슷한 골접

촉률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기간에 따른 골접촉률 변화

를 살펴보면 전체골에서는 3주와 12주의 차이가 없었으나 피질골 접촉률은 모든 군

이 3주와 비교해서 12주에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이는 교정력과 상관없이 피질골 

부위에서 식립 후 발생하는 높은 응력에 의해 미니스크루 계면골의 흡수가 일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응력이 적은 해면골은 신생골의 생성과 골개조가 활발히 일아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피질골 면적비율에서는 high force 군이 control 과 low force 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High force 가 미니스크루 주위 피질골에서 높은 응력을 

발생시켜 미세골절을 일으키고 적응하는 골개조과정에서 회복 능력을 초과하는 

골흡수가 일어나 골결손을 야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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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측과 인장측을 비교해 볼 때 전체골 접촉률과 피질골 면적 비율이 압박측 보다 

인장측에서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앞선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Melsen 등

(2000, 2001)은 골접촉률에서 인장측보다 압박측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Freire 등(2007)은 미니스크루 식립 후 250 gm의 교정력을 가하였을 때 골접촉률

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지만 인장측에서 골결손이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De Pauw 

등(2002)은 8주의 치유기간 후 8주간 5N의 악정형력을 가한 후 교정력을 가하지 않

은 대조군과 조직반응을 비교하여 변연골 결손(marginal bone loss)이 인장측에서 압

박측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Duyck 등(2001)은 유한요소분석을 통해 과

부하를 가한 임플란트 인장측에서 골과 임플란트계면이 분리되는 “debonded”현상이 

발생하여 골 접촉이 감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질골 상연부의 분화구형 골흡수 깊이와 골흡수 면적은 측정하였는데

교정력의 크기에 따라 control, low, high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기

간에 대한 영향으로는 12주에서 크기가 3주에 비해 감소하여 식립시 응력에 의한 골 

손상이 골개조 과정에 의해 치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골개조의 동적인 변화를 알 수 있는 변수로서 무기질 침착률과 골 형성률을 형광 염

색을 통해 측정하였다. Rovert 등(1984)에 의한면 안정된 상태에서 성견의 무기질 

침착률은 약 1μm/day라고 보고하였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대조군과 두 실험군 모

두 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조군(1.48)과 low force 군(1.38)은 차이가 없

어 교정력보다는 식립시 발생하는 외상에 의한 골반응으로 골개조가 활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대조군과 low force군에 비해 high force군(2.20)이 유의성 있게 크

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정력의 차이가 골개조 활성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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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질골 부위 중에서도 변연골(marginal bone)은 미니스크루 식립시와 교정력 적용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이다.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이지만 부하에 대한 임플란트 주

변 골반응을 보고한 연구에서 임플란트의 변연부위에서 가장 흔하게 골흡수가 일어난

다고 보고하였다(Lekholm 등, 1986). Wehrbein 등(1993)은 교정력이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N의 교정력을 가한 후 임플란트 주변 변연

부위 골 조직반응을 골흡수에서 골침착까지 4단계로 평가하였다. Duyck 등(2001)은 

과도한 힘의 dynamic load가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변연골(marginal 

bone)에서 crater 모양의 골 결손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골 재형성 능력을 초과

하는 과도한 힘이 임플란트에 가해질 경우 비조절성 수직 골 손실로 결국에는 임플란

트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tamura 등도 3차원 유한 요소 분석실험을 통

해 측방력이 가해지는 임플란트 주변의 골흡수가 변연골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었

다(Kitamura등, 2004). 유한요소 분석을 통하여 미니스크루에 가해진 교정력 부하의 

대부분이 피질골에서 일어나며 피질골 두께가 부하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Dalstra 등, 2004). 피질골의 두께를 달리하여 50g의 부하를 가할 때 유

한요소 분석에서 피질골 두께가 0.5 mm이하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미세파절을 일으키

고 미니스크루 탈락을 초래하는 병리학적 과부하창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두꺼운 피

질골은 초기 안정성이 크고 부하에 대한 bone strain이 피질골 두께에 의해 결정되고 

해면골의 역할은 적기 때문이다(Frost, 1994). 같은 크기의 부하라도 피질골의 두께

에 따라 병리학적 과부하창에 해당 되는 응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Isidor (2006)는 

6700 um 변형률을 넘는 높은 응력은 과도한 부하에 의한 미세골파절이 일어나 주변

골이 회복되는 능력을 초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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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자가 드릴법 미니스크루를 하악 협측골에 식립 후 즉시 교정력을 

12 주 동안 적용하였다. 크기에 따라 low force 군(250 gm)과 high force 군(500 

gm)으로 나누어 3 주, 12 주 동안 교정력을 부여한 후 미니스크루 주변의 치조골 

변화를 알아보았다. 성공률, 동요도, 변위량, 골 접촉률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250 

gm 과 500 gm 의 교정력에 12 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나타냈다. 그러나 High 

force 군에서 low force 군에 비해 피질골 면적 비율이 작게 나타났으며 3 주 보다 

12 주에서 면적 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 골 대사의 평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피질골은 미니스크루 식립시 와 교정력을 적용했을 때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이고 교정력 부하에 적응하는 골개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이므로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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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니스크루 식립 후 교정력 크기에 따른 미니스크루 주변 치조골반응을 알아 보기 

위해 동요도, 변위량을 측정하고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견 4 마리의 

하악 협측골에 self-drilling 형의 미니스크루(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 40 개를 식립하고 식립 시 토오크와 동요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과 low 

force(250 gm), high force(500 gm)군으로 나누어 3 주, 12 주 동안 교정력을 

적용하였고 동요도와 변위량을 측정하였다.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여 미니스크루 주변 

골반응을 조직계측학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7. 정상적인 위치에 식립 된 32 개중 low force 군에서 1 개가 실패하여 

전체성공률은 96.9%였다. Low force 와 high force 군간 성공률에 있어 

유의할 차이는 없었다.   

8. 동요도(PTV)는 모든 실험군에서 3 주와 6 주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 

0.01), low force 와 high force 군간에 동요도나 변위량은 차이가 없었다.   

9. 교정력 크기에 따른 전체골 접촉률, 피질골 접촉률 차이는 없었으며(p > 0.05) 

기간에 따른 차이는 피질골 접촉률이 3 주 군보다 12 주군에서 유의성있게 

낮았다(p < 0.05). 

10. 전체골 면적비율은 교정력 크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피질골 

면적비율은 low force 군보다 high force 군이 유의성있게 낮았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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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균 골흡수깊이와 평균 골흡수면적은 high force 군이 low force 군보다 

컸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12. 무기질 침착률과 골 형성률은 high force 군이 low force 군과 control 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았다(p < 0.05). 

    

이상의 소견에서 자가드릴법 미니스크루가 low 와 high force 교정력에 12 주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주었다. 다만 피질골 면적비율이 12 주까지 low force 군에 

비해 high force 군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는데 피질골은 미니스크루 식립시와 

교정력을 적용했을 때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로 안정성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골개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이므로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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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veolar bone change around orthodontic mini-screw  

according to the level of immediate load 

 

Byung Soo Yoo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Ju Hwang D.D.S., M.S.D., Ph.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lveolar bone response 

around orthodontic mini-screw according to the level of immediate load. Mini-

screws (Biomaterials Korea, Seoul, Korea) were placed into buccal alveolar 

bone of the mandible in 4 beagle dogs. Orthodontic forces (250 gm, 500 gm) 

were applied for 3 and 12 week on the experimental group, whereas any force 

was not applied on the control group. The periotest value, displacement were 

measured every 3 weeks, after sacrifice of the dogs histomorphomet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overall success rate was 96.9%, one of 250 gm load group was 

fail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250 gm and 500 gm 

loa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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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eriotest values(PTV) were higher in 250 gm and 500 gm load 

group than the control group(p < 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50 gm and 500 gm load group in PTV and 

displacement.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ne implant contact between 250 

gm and 500 gm groups, whereas cortical bone implant was lower in 12 

weeks group than 3 weeks group. 

4.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observed in total bone volume, whereas 

cortical bone volume was lower in 500 gm load group than 250 gm load 

group (p < 0.001). 

5. Crater like bone resorption depth and area were higher in 500 gm load 

group than 250 gm load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ce (p > 0.05). 

6. Mineral apposition rate (MAR) and bone formation rate(BFR) was higher 

in 500 gm load group than 250 gm (p < 0.05). 

In this animal study self drilling type mini-screws were stable for 250 gm and 

500 gm load until 12 weeks. But cortical bone volume was lower in 500 gm and 

12 weeks group, orthodontic load was concentrated on cortical bone and 

adaptive remodeling was active in cortical bone. Therefore, the further 

investig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long term stability of mini-screw for 

orthopedic force. 

 
Key words: orthodontic mini-screw, histomorphometric analysis, 

immediate load, orthopedic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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