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 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역학  분석

    

연세 학교 학원
                          

치 의 학 과
         

정    길    용  



임상 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역학  분석

    

지도  김 경 호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6월   일

            
연세 학교 학원

치 의 학 과

정    길    용  



정길용의 박사 학 논문을 인 함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연세 학교 학원

2010년  6월   일



i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김경호 지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관심과 조언으로 심사하고 이끌어 주신 

황충주 교수님, 최광철 교수님, 오근택 박사님, 그리고 실험과 논문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주령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유영규 교수님, 손병화 교수님, 박영철 교수님, 백형선 교수님, 유형석 

교수님, 이기준 교수님, 이지연 교수님, 차정열 교수님, 이정섭 교수님, 최윤정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헌신적으로 실험을 도와주신 Biomaterials Korea Inc. 

부설 연구소 이덕창 소장님과 강명수 리, 김민준 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논문 일정으로 병원을 비워야 할 때 일정 조정으로 고생한 선치과병원 교정과 

직원 분들과 행정 담당자께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선경훈 원장님과 

이동근 원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작년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늦둥이 막내 현민이와 큰 딸 승진, 둘째 다연이 

그리고 자식에게 자상하고 남편에게 헌신적인 아내 혜정과 키워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10 년 6 월 

저자 씀 



i 

 

차  례 

 

그림 차례 ································································································ iii  

표 차 례 ·································································································· iv  

국문 요약 ································································································· v  

 

I. 서 론 ··································································································  1 

 

II. 재료 및 방법 ······················································································  5 

 1. 연구 재료 ·····················································································  5 

  가. 교정용 미니스크루 ···································································  5 

   나. 실험용 인공골 (experimental bone) ···········································  6 

 2. 연구 방법 ·····················································································  7 

   가.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주사전자현미경 촬영 및 형태 분류 ···············  7 

  나. 식립 토오크 시험 ····································································  11 

  다.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원소 분석 ················································  12 

 3. 통계 처리 ····················································································  13 

 

III. 결 과 ·······························································································  14 

 1. 사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형태학적 변화 ····································  14 

 2. 사용 조건과 미니스크루의 형태학적 변형과의 상관관계 ·····················  14 



ii 

 

 3.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재식립에 따른 역학적 변화 측정 ·······················  16 

   가. 조군에서의 식립 토오크 시험 ················································  16 

   나. Group 1 에서의 식립 토오크 시험 ··············································  17 

   다. Group 2 에서의 식립 토오크 시험 ··············································  18 

   라. Group 3 에서의 식립 토오크 시험 ··············································  19 

 4. EDS 를 이용한 표면 분석 ······························································  22 

 

IV. 고 찰 ······························································································  24 

 

V. 결 론 ·······························································································  30 

 

참고 문헌 ······························································································  32 

영문 요약 ······························································································  35 



iii 

 

그림 차례 

 

Fig. 1. Schematic diagram and dimensions of the miniscrew used in this study 

        ··································································································  5 

Fig. 2. Distance between the point of intersection of two tangent lines and the 

       tip of miniscrew ···········································································  7 

Fig. 3-a. SEM photograph of miniscrew tip in control group ························  9 

Fig. 3-b. SEM photograph of miniscrew tip in group 1 ································  9 

Fig. 3-c. SEM photograph of miniscrew tip in group 2 ·······························  10 

Fig. 3-d. SEM photograph of miniscrew tip in group 3 ·······························  10 

Fig. 4. Photograph and schematic diagram of torque tester (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 ·······································································  12 

Fig. 5. Time-insertion torque graph at control group ·································  17 

Fig. 6. Time-insertion torque graph in group 1 ·········································  18 

Fig. 7. Time-insertion torque graph in group 2 ·········································  19 

Fig. 8. Time-insertion torque graph in group 3 ·········································  20 

Fig. 9. EDS spectra of control group at the tip of miniscrew ·······················  22 

Fig. 10. EDS spectra of control group at the head of miniscrew ··················  22 

Fig. 11. EDS spectra of the tip of retrieved miniscrew ·······························  23 

Fig. 12. EDS spectra of the head of retrieved miniscrew ····························  23 



iv 

 

표 차례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bone block (Sawbones®) ·····  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distance between the point of intersection of 

two tangent lines and the tip of miniscrew ····································  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groups and status variables ·························  1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load levels and groups of miniscrews at insertion 

torque test ···············································································  21 

 

  



v 

 

국문요약 

 

임상 적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역학적 분석 

 

최근 교정치료에서 고정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부피가 작고 식립이 용이하지만 식립 후 해부학적 한계나 동요도 등으로 다시 

식립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형태학적 변형과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식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형태학적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거된 

미니스크루와 조군의 사용하지 않은 미니스크루 (Ortholution, Seoul, Korea)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변형 정도를 등급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토오크 테스트를 시행하여 조군과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인공골 삽입 시 발생하는 역학적인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EDS 를 사용하여 표면 

성분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 시 조군에 비해 임상 적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tip 에서의 유의한 형태 변화 및 Ca, Na, P, K 등의 이물질의 

부착이 관찰되었다.  

 



vi 

 

2. 식립 부위, 식립 기간, 성별 등 초기 식립 및 이용 조건은 tip 의 형태 변형 

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 > 0.05).   

 

3.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tip 의 형태 변형이 심화될수록 인공골 식립 시 식립 

하중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임상 적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재사용 시 tip 의 

형태학적 변형으로 인하여 절삭력의 저하가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성분의 

이물질이 미니스크루 표면에 남아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가급적 동일인에서의 무균적인 상태에서의 즉시 재식립이나 이동 

식립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되는 말: 교정용 미니스크루, 식립 토오크, 재식립, 주사전자현미경 (SEM),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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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적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역학적 분석 

 

 

(지도 : 김 경 호 교수)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정 길 용 

 

 

Ⅰ. 서 론 

 

치아 이동을 위해 힘을 적용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작용-반작용의 특성으로 

인해 교정 치료 시 고정원은 치료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이다. 반작용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헤드기어 같은 

구외장치는 비심미적이고 환자의 협조도가 낮으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구치부가 

무치악인 경우 적용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치아를 한 단위로 묶거나 연조직을 

이용한 구내 장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고정원 역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의 협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골격성 고정원에 한 많은 보고가 있었으며, 

그 중 작은 나사 형태의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식립 및 제거가 용이하며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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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Deguchi 등, 2003; 

박, 1999; 경 등, 2001).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성공적인 식립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숙주, 

미니스크루의 형상 및 역학, 술자와 관련된 3 가지 요소 및 이에 따른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 등, 2001). 먼저 숙주와 관련된 요소로는 연령, 

부위, 골밀도, 인접치아의 치간 거리, 골격 유형 등의 해부학적 요소와 주변부의 

구강위생 상태, 미니스크루 주변의 초기 염증 유무 등이 있으며, 이 중 나이, 

상악과 하악의 차이, 하악 평면의 각도, 치간 거리에 따른 성공률의 차이가 

보고되었다 (Miyawaki 등, 2003; Kuroda 등, 2007; Moon 등, 2008). 

미니스크루의 형상 및 역학적 요소로는 재질 및 직경, 길이, 원추 또는 원통형의 

형태, cutting flute 의 형태 등의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식립 토오크나 식립 

하중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Yerbi 등, 2001; Motoyoshi 등, 2006; 송 등, 2007; 

임 등, 2007; 차 등, 2008;), 술자의 요인으로는 숙련도, 교정력의 크기나 가한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김 등, 2003; 이 등, 2008).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임상 적용 후의 성공률을 

평가하거나 미니스크루의 식립 또는 제거 시의 역학적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역학적 평가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식립 및 제거 시의 

토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pull-out strength 를 측정하는 방법 (Huja 등, 2005)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역학적 분석을 시행할 때는 일정한 조건과 상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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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평가 시 일정하지 않은 변수는 식립 부위의 골밀도나 식립 시의 수작업 

등이 있으며, 골밀도 요인을 일정한 조건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체 표본보다는 

균일한 밀도를 갖는 인공골이 실험의 통제 관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토오크를 

측정할 때 식립 하중이나 속도를 일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를 이용한 방법이 재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Koistinen 등, 2003)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일반적으로 부피가 작아 구강 내 다양한 부위에서 

활용하기 유리한 반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miniplate 등에 비해 성공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Cheng 등, 2004; Chen 등, 2007) 식립 부위 중 

치간 사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근과의 거리가 성공률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 (Kuroda 등, 2007). 

임상적으로 다양한 임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면밀한 진단 분석 

후 시행하는 미니스크루의 식립 과정 중에도 출혈, 치근 접촉 등의 해부학적 

한계, 기구 도달의 어려움, 골밀도의 차이에 따른 초기 동요 발생, 환자의 

통증 등으로 다른 부위로의 즉시 재식립 또는 이동 식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치근 사이에 안정한 위치로 식립하여 사용한 미니스크루의 경우라도 

치아의 이동에 따른 치근 접촉 등으로 치아 이동이 방해되거나 후기 동요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Liou 등, 2004). 일반적으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치근 

접촉 등이 확인되면 새로운 위치로의 재식립, 이동 식립을 추천하고 있으나 

적용 후 제거된 동일한 미니스크루의 재사용 가능성 등에 한 보고 또는 

지침 등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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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료로 사용한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를 상으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사용 미니스크루와의 형태학적 비교를 시행하고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Oxford instruments, Abindon, 

UK)를 이용하여 제거된 군과 조군의 표면 원소 성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일정한 회전 속도와 식립 하중을 제공하여 재현성이 우수한 구동식 

토오크 시험기를 이용하여 식립 토오크 시험을 시행하여 재식립에 따른 역학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재식립의 가능성 및 재식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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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가. 교정용 미니스크루 

 

연세 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 교정과에서 교정치료 목적으로 교정용 

미니스크루인 OrLus screw (Ortholution, Seoul, Korea)를 식립한 환자 54명 

(남자 16명, 여자 38명)에서 안정되게 사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 84개를 

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제조회사의 동일한 형태의 미사용 미니스크루 8개를 

조군으로 선정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and dimensions of the miniscrew used in this study 

(unit : mm). 

Type 

Measurements 

Screw 

Length 

Body 

Length

Thread

Length 

Thread 

Diameter 

Chemical 

composition 

Taper 9.5 7.0 6.0 1.6(2.0)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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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용 인공골 (experimental bone) 

 

동일한 실험조건과 일정한 골밀도를 재현하기 위해 인공골인 Biomechanical 

Test Block (Sawbones®, A Division of Pacific Research Laboratories Inc., 

USA)을 사용하였다. 피질골의 재현은 E-Glass-filled epoxy sheet 로 두께를 1.0 

mm 로 가공하였으며, 해면골을 체하는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 을 

접착제로 부착하였다 (Table 1).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bone block (Sawbones®) 

Alternative  

Test Medium 

Density 

( g/cc ) 

Compressive Tensile 

Strength 
Modulus of 

elasticity 
Strength 

Modulus of  

elasticity 

( MPa ) ( MPa ) ( MPa ) ( MPa ) 

cortical bone 1.64 157 16,700 106 16,000 

cancellous  

bone 
0.64 32.6 876 19.1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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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주사전자현미경 촬영 및 형태 분류 

 

임상 적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 84 개와 형태 비교를 위한 조군의 

미사용 미니스크루를 주사전자현미경 (file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800, Hitachi, Japan)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미니스크루의 tip 의 

두 연장선의 교차점에서 tip 까지의 최단 거리(α)를 측정하고 (Fig. 2), 그 

측정치에 따라 tip 의 변형 정도를 group 1 에서 3 까지 분류하였다 (Table 2). 

 

  

 

Fig. 2. Distance between the point of intersection of two tangent lines and the 

tip of mini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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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distance between the point of intersection of 

two tangent lines and the tip of miniscrew (unit : µm) 

 

Tip 의 형태 변화 및 교차점과 tip 까지의 거리에 따라 제거된 미니스크루를 tip 

의 변형이 심화됨에 따라 group 1 에서 group 3 까지 3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Group No.
Average 

distance 

Standard 

deviations

Standard

errors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Control 8 38.6 5.8 3.4 24.1 53.1 

Group 1 13 38.8 6.4 1.4 36.0 41.7 

Group 2 47 60.6 4.9 1.9 56.1 65.2 

Group 3 24 111.1 37.6 9.7 9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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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급은 동일한 연구자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측정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번의 등급이 

일치하는 미니스크루 만을 역학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식립 토오크 시험 (Insertion Torque Test) 

 

ASTM F543-2 규정을 준용하여 일정한 속도를 가지는 구동 모터식 토오크 

시험기 (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미니스크루를 

식립하면서 발생하는 torque 를 시간에 한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실험용 골 시편에 수직 방향으로 미니스크루의 tip 이 닿도록 한 후 분당 

1 회전의 속도로 torque tester 의 회전축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나사부까지 식립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QuickDataAcq)을 이용해 0.1 초 단위로 

torque 값을 기록하였다. 조군의 경우 먼저 예비시험을 통해 미니스크루가 

피질골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식립 하중이 400 g (3.92 N) 이 되는 것을 

알아낸 뒤 torque tester 의 회전축에 400 g 의 추를 장착하였으며 미니스크루의 

식립 깊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0.01 mm 까지 sensitive 한 dial indicator depth 

gauge 를 사용하였다. 이 때 회전축 자체가 이미 1,000 g 의 무게를 가지므로, 

400 g 의 추를 사용하였다면 실제로는 1,400 g (13.72 N)의 식립 하중을 의미한다. 

실험군의 미니스크루 중 본 조건에 의한 식립이 제한되는 경우 100 g 단위로 

하중을 증가시켜 식립 성공 여부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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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 and schematic diagram of torque tester (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 

 

다.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원소 분석 

 

조군과 제거된 미니스크루 표면의 원소 조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EDS를 사용하였다. 조군과 제거된 미니스크루 군의 동일한 부위의 비교를 

위하여 미니스크루의 head, thread, tip 부위를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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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처리 

 

제거된 미니스크루는 사용 조건(식립 부위, 식립 기간, 식립되었던 개체의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SPSS 17.0 프로그램 (SPSS Inc., Illinois,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tip의 변형에 따른 group 

분류를 위하여 기술통계 및 ANOVA test를 시행하고 오차 검증을 위해 paired t-

test를 시행하였다. 사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각 group의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사용 조건 (식립 부위, 기간, 성별)이 미니스크루의 tip의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명목 회귀분석 (multivariate nomin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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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사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형태학적 변화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사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를 확  관찰한 결과 전체의 

구조 중 tip 부위의 변형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고압멸균소독 (autoclave) 등 

소독 여부에 관계없이 tip, thread, flute, head 등 전반적으로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관찰 상 중 tip 부위의 변형에 따라 group를 

분류하여 분포를 살펴보면 group 1는 13 개 (15.5 %), group 2 는47 개 (55.9 %), 

group 3 는 24 개 (28.6 %) 이었다. 현미경에서 실제로 식별 가능한 사용된 

미니스크루의 형태학적 변형은 전체 미니스크루의 84.5 % (group 2 와 3)를 

차지하였다 

 

2. 사용 조건과 미니스크루의 형태학적 변형과의 상관 관계 

 

제거된 미니스크루를 식립할 당시의 사용 조건인 식립 부위, 식립 개체의 성별, 

식립 기간 등의 조건과 미니스크루의 tip의 변형 정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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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groups and status variables (p > 0.05). 

Group Variations 
Confidence interval for Exp(B) 

Lower limit Upper limit 

1 

Period .979 1.083 

Upper Right .465 22.172 

Upper Left .316 14.724 

Lower Right .299 18.582 

Lower Left .159 10.490 

Palatal . . 

Female .338 2.322 

Male . . 

2 

period .943 1.061 

Upper Right .290 40.847 

Upper Left .402 49.711 

Lower Right .358 60.448 

Lower Left .510 76.901 

Palatal . . 

Female .140 1.099 

Ma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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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재식립에 따른 역학적 변화 측정 

 

가. 조군에서의 식립 토오크 시험 

 

본격적인 식립 토오크 시험을 하기 전에 미리 예비 토오크 시험을 통해 

조군에서 미사용 미니스크루가 피질골을 뚫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추가 식립 

하중의 크기가 3.92 N 임을 먼저 파악하였다. 

조군 (5개)의 경우 기본 실험 조건인 13.72 N의 하중으로 인공골에서 

미니스크루 5개 모두 식립 가능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를 보면 

미니스크루의 tip이 피질골을 뚫고 해면골까지 진입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토오크 증가량이 미미하다가 taper type의 형상의 특징으로 인해 해면골에 

진입하면서 시간에 따라 토오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미니스크루의 tip이 

피질골을 뚫기까지의 시간인 cortical bone insertion time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등급의 식립 토오크 그래프에서 적색 화살표로 별도로 표시하였으며 

조군에서는  피질골을 관통하는데 1500 sec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양상을 

보였다 (Fig. 5). 

토오크 그래프에서 각각의 선은 토오크 시험을 시행한 미니스크루 시편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고 해당되는 시편 구분은 그래프 좌측 상단의 범례로 

표시하였으며, 각각의 토오크 시험에 적용된 식립 하중의 크기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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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 insertion torque graph at control group. 

 

나. Group 1 에서의 식립 토오크 시험 

 

조군에서 13.72 N 의 하중으로 모두 식립이 가능했던 반면, group 1 이상의 

경우는 인공골 식립이 불가능하였다.  

Group 1 에서 기본 13.72 N의 하중에 0.98 N 을 추가할 경우 group 1 의 

경우에서만 7개 중 5개 (71.4%)가 식립 가능하였고 2개는 식립에 실패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에서 형태학적으로 group 1은 조군과 tip 의 모양이 매우 

유사하였고 토오크 그래프에서 cortical bone insertion time 등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식립 토오크 시험에서 식립 하중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으며 추가된 식립 하중에도 불구하고 시편 2,4,5에서 총 소요시간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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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Fig. 6). 

 

Fig. 6. Time - insertion torque graph at group 1. 

 

다. Group 2 에서의 식립 토오크 시험 

 

기본 식립 하중인 13.72 N에서 0.98 N의 추가 하중을 가하면 group 1에서만 

식립이 가능하고 group 2와 3는 식립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다시 100 g의 하중을 

더하여 1.96 N의 하중을 추가할 경우 5개의 group 2 에서 모두 식립이 

가능하였다. 식립 토오크 그래프 양상은 조군-group 1의 유사함과는 달리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cortical bone insertion time이 략 1200 sec정도로 

조군이나 group 1 보다 짧아진 양상을 보였고 총 소요시간 역시 앞의 두 군에 

비해 다소 짧아진 양상을 보였다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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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 insertion torque graph at group 2. 

 

라. Group 3 에서의 식립 토오크 시험 

 

기본 식립 하중인 13.7 N에서 1.96 N의 하중을 추가할 경우 group 2에서 5개 

모두 및 일부 group 3 (1개, 20%)에서 식립이 가능하였으며, 2.94 N의 하중을 

추가할 경우 group 3의 부분 (5개, 83.3%)에서 식립이 가능하였다. 

토오크 그래프에서는 cortical bone insertion time이 1000 sec 정도로 보다 

짧아졌으며 총 소요시간도 앞의 세 군에 비해 짧아진 양상을 보였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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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 - insertion torque graph at group 3. 

 

이와 같이 tip의 형태가 변할수록 제거된 미니스크루를 식립하기 위한 식립 

하중을 증가시켜야 하는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Table 4), 일단 식립이 가능해지면 

최  삽입 토오크나 삽입 토오크의 증가 기울기 등은 각 등급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미니스크루가 피질골을 뚫기까지의 걸리는 시간 (cortical 

bone insertion time)은 조군과 group 1은 비슷하였으나 group 2, group 3로 

변형이 많이 된 등급일수록 식립에 필요한 식립 하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피질골 관통에 걸리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아졌으며 전체적인 총 소요시간도 

짧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

2

3

4

5

Time (sec)

T
o
rq

u
e
(N

*c
m

)

Loading force 

16.66 N 



2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load levels and groups of miniscrew at insertion 

torque test. 

Group Load (N) No.(%) 

Success in 

insertion 

No. (%) 

Failure in 

insertion 

No. (%) 

Control 

Group 
13.72 5 5 (100%) 0 

Group 1 

13.72 6 0 6 (100%) 

14.70 7 5 (71.4%) 2 (28.6%) 

Group 2 

14.70 3 0 3 (100%) 

15.68 5 5 (100%) 0 

Group 3 

15.68 5 1 (20.0%) 4 (80.0%) 

16.66 6 5 (83.3%) 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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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S 를 이용한 표면 분석 

 

조군의 경우 tip, thread, head 에서 미니스크루의 주성분인 Ti, Al와 O 등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Fig. 9, Fig. 10). 사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경우는 

고압멸균소독 (autoclave) 등 소독 여부, 식립 부위, 기간, 성별 등의 사용 조건과 

상관 없이 C, O, Ca이나 P, Na, K 등이 추가로 표면에서 검출되었으며 이는 혈액, 

조직 삼출액, 골의 성분과 유사하였다 (Fig. 11, Fig. 12). 

 

 

Fig. 9. EDS spectra of control group at the tip of miniscrew. 

 

 

Fig. 10. EDS spectra of control group at the head of mini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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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DS spectra of the tip of retrieved miniscrew. 

 

 

Fig. 12. EDS spectra of the head of retrieved mini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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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근래 여러 보고에 의하면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초기 안정성은 식립 방법이나 

힘의 적용시기, 골질 등을 고려 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Wiechmann 등, 2007), 치료의 효율이나 접근 용이성 관점에서 미니스크루를 

치근 사이 및 가능한 부착 치은 부위에 식립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다른 골격성 고정원에 비하여 부피가 작아 적용 부위가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교정 장치가 협측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협측 치근 

사이에 식립하게 된다. 

인접 치근과 미니스크루 간의 근접 정도가 성공률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인 보철용 임플란트와 달리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식립 후 비교적 빨리 

교정력을 가하게 되므로 적용할 수 있는 치간 부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립 위치는 식립 시 치근의 접촉에 의한 치근 손상 또는 이에 

따른 미니스크루의 초기 동요 및 실패의 가능성과 치아 이동에 따른 치근 접촉 

등으로 후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 시 새로운 

위치로의 재식립, 이동 식립 또는 추가 식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재식립, 이동 식립을 위한 제안이나 실제적인 미니스크루의 재사용 가능성에 한 

보고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번 사용된 미니스크루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고 재식립 과정을 실험적으로 다시 재현함으로써 역학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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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임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식립 또는 이동 식립 시 고려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일정한 재현성을 위하여 실험용 인공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해면골의 pcf (pound per cubic feet)는 40 으로 제조사에 

따르면 인체 조직과 비교 시 하악골 구치부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단단한 정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일정한 회전속도와 식립 하중을 가하기 위하여 ASTM 

543-02 규정을 준용하여 1 rpm 의 회전속도로 고정하여 토오크를 측정하였다. 

현재 다수의 미니스크루는 pilot drilling 을 시행하지 않는 self drilling 

type 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적의 생체 적합성 및 적절한 강도를 

보장하기 위해 Ti 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사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경우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학적 차이점 또는 교정력 적용에 

따른 strain-hardening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liades 등, 2009). 

하지만 self drilling type 의 경우 연조직 및 하방 피질골의 절삭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리한 형태로 tip 디자인이 개발되어 있는 점과 식립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tip 부위로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tip 부위의 변형 

및 이로 인한 재식립 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정밀한 형태학적 검증을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tip 부위의 형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한 후에 형태학적 변형을 등급화하였다. 

사용된 self-drilling type 의 tip 의 변형은 현미경 하에서도 미사용 

미니스크루와 식별이 되지 않는 것 (group 1)부터 tip 이 완전히 변형된 것 

(group 3)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조군과 group 1 은 형태적으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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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였고 group 2 는 tip 의 뭉그러짐이 관찰되었으며 group 3 는 tip 의 파절이 

일어난 경우라서 변형이 가장 심하였다. 객관적인 분류를 위해 tip 의 두 접선의 

교차점과 tip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범위를 측정한 결과 group 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해지면서 분류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초기 사용 조건에 따른 등급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통계 처리 결과 초기 

식립 부위 (상악, 하악 / 협측, 구개측 / 좌측, 우측 / 전치부, 구치부 등), 사용 

기간, 또는 개체의 성별 등의 사용 조건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피질골이 두꺼운 하악 구치부나 상악 구개부 등의 부위 측면에서나 또는 

청소년보다 성인에서와 같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피질골이 두껍고 치밀함을 

고려한다면 상기 변수에 따른 등급의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된 것과는 달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는 초기 식립 후 상황에 따른 tip 의 변형이 적어 재사용 시 

유리할 수 있는 미니스크루를 감별하거나 예측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기 변수 외에 객관적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술자의 숙련도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조군 및 실험군 미니스크루를 인공골에 식립한 토오크 테스트를 보면 

형태학적인 변형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group 1 의 미니스크루라 하더라도 

미사용 조군과 유사한 식립 하중에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tip 의 변형이 

증가할수록 식립에 필요한 하중을 비례적으로 증가시켜야 비로소 식립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초기 식립 시 발생한 미세한 tip 의 변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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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력의 저하를 보상하기 위하여 재식립 시에는 점차적으로 식립 하중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도한 식립 하중은 연조직의 자극을 

초래하거나 주변골의 균열, 골괴사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니스크루의 기계적인 

유지력을 감소시켜 결국 구조적으로 약한 골융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Lawson 과 Brems, 2001). 단, 일정 하중으로 피질골 부위로의 tip 의 

식립이 가능해지면 그 이후 일련의 식립 양상 및 식립 토오크는 스크루의 재사용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 여부에 따른 flute 또는 

thread 의 변형은 크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임상적으로 

재식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질골 천공을 위한 pilot drilling 등을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오크 시험에 적용한 회전수가 1 rpm 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적용하였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매우 느린 속도이지만 토오크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기계적 권장 설정 수치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미 적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이므로 다른 연구에 적용된 회전수보다는 낮게 

적용하였다.  

Fig.5 에서 Fig.8 까지의 토오크-시간 그래프를 보면 조군에서 group 

1 까지는 유사하다가 group 2, 3 으로 tip 의 변형이 많이 될수록 식립 하중의 

증가와 함께 피질골을 뚫기까지의 시간(cortical bone insertion time)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정한 rpm 에서 미니스크루가 장축의 흔들림 

없이 수직 방향을 유지하면서 식립하도록 정한 기준 하에서 미니스크루의 tip 의 

변형을 보상하는 추가적인 식립 하중의 증가가 tip 의 변형이라는 변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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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골을 뚫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것은 특히 group 3 에서 다른 group 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group 

3 의 토오크 그래프에서는 초기 피질골 관통 후에 기울기 상승치도 여타 

group 보다는 약간 더 빠른 토오크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  토오크까지의 시간도 

빨리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용 후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역학적 성질 외에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물질의 분석을 위해 EDS 를 이용하여 원소 조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EDS 는 

정성 분석이 가능한 장비로 주로 전자현미경계열에 같이 부착시켜 사용한다. 

재료의 표면에 전자현미경에서 방출된 전자가 충돌하게 되면 재료는 표면에서 그 

재료의 특성을 갖는 여러 종류의 전자, 이온 및 특성 X-ray 등을 방출하게 되며, 

EDS 장치는 이 중에서 방출된 특성 X-ray 만을 따로 검출하여 빔의 

에너지 별로 화면에 표시하게 된다. 이 특성 X 선의 에너지의 세기는 물질이 

갖는 고유한 값이며 이 에너지의 값은 사전에 입력된 물질의 특정 값과 조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최적으로 일치하는 물질을 유추하게 된다.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경우 tip 부위의 형태 변형과 함께 미니스크루 표면이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고압멸균소독 등의 소독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미니스크루에서 표면에 오염이 관찰되었다. 조군의 경우 미니스크루의 주성분인 

Ti, Al 및 표면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막에 의해 O 이 다량 검출된 반면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이물질의 성분은 Ca, P 등 골질과 유사한 경조직 구성 

요소이거나 Na, K, C, O, Si 등의 혈액 등의 조직 삼출액 및 유기물, food debris 

등에서 유래된 원소들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물질로 인한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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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면역학적 반응 실험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안정적인 식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물질의 침착이 스크루와 골간의 긴밀한 접촉 및 치유 과정에 따른 

결과로 형성되는 계면의 상태에 영향을 주어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나 감염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역학적인 안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급적 동일인에서의 무균적인 

상태에서의 즉시 재식립이나 이동 식립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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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임상 조건 하에서 사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와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제품의 조군 간의 형태학적 차이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제거된 미니스크루 tip 의 변형 정도를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ASTM F543-02 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회전 속도와 식립 하중을 부여할 수 있는 

구동 모터식 토오크 시험기 (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조군과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인공골 삽입 시 발생하는 역학적인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표면 

성분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 시 조군에 비해 임상 적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tip 에서의 유의한 형태 변화 및 Ca, Na, P, K 등의 이물질의 

침착이 관찰되었다.  

 

2. 식립 부위, 식립 기간, 성별 등 초기 식립 및 이용 조건은 tip 의 형태 변형 

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 > 0.05).   

 

3. 제거된 미니스크루의 tip 의 형태 변형이 심화될수록 인공골 식립 시 식립 

하중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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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 로 임상 적용 후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재사용 

시에는 처음 식립 시의 상황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tip 의 형태학적 변형으로 

인하여 절삭력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소독을 통해 제거되지 않는 다양한 

성분의 이물질이 미니스크루 표면에 남아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거된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가급적 동일인에서의 무균적인 상태에서의 즉시 재식립이나 이동 

식립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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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rospective mechanical analysis of retrieved 

orthodontic miniscrews 

 

Kil-Yong Ju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ng-Ho Kim, D.D.S., M.S.D., PhD) 

 

Recently orthodontic miniscrews have been widely used for anchorage 

reinforcement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Its compact volume allows easy 

insertion, but often reinsertion is needed in case of instant failure due to 

anatomical limitations or miniscrew mobility.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valuate problems or limitations on reinsertion 

of miniscrews by analyzing morphological varia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etrieved miniscrews after clinical usage.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changes between the retrieved miniscrews 

and the unused miniscrews (Ortholution, Seoul, Korea), retrieved miniscrew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morphological deformation of the 

tip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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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tests were performed in the unused and retrieved miniscrews to 

evaluate the differences in mechanical properties during insertion to 

experimental bone block. In addition, surface composition analysis using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was perform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EM and EDS evaluation of the retrieved miniscrews indicated significant 

morphological changes in the tip and debris deposition such as Ca, Na, P, K 

compared to control group.  

 

2. Initial conditions such as insertion site, duration of clinical use, gender did 

not significantly correlate with the degree of tip deformation (p > 0.05). 

 

3. As the degree of tip deformation increased, vertical force needed for 

successful bone penetration also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retrieved miniscrew after clinical usage indicates 

decrease in its cutting force due to deformation of the tip structure and 

surface contamination. Therefore, clinical reuse of the retrieved miniscrew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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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recommended in limited occasions such as immediate reinsertion in the 

same person at sterile conditions. 

 

 

 

 

 

 

 

 

 

 

 

 

 

 

 

 

 

                                                                            

Key words : orthodontic miniscrew, insertion torque, reinser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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