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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설측 교정으로 전치부 후방견인 시 miniscrew 와             

   transpalatal arch 에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 및 

               변위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 해석

 

치열의 부조화를 동반한 상악전돌의 교정치료를 위해 소구치를 발치하면 발

치공간의 폐쇄는 이루어져야 하며 상악 전치부 후방견인 시에 고정원의 조절

은 매우 중요하다. 고정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 문제점은 치료의 효과가 환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효과가 적거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keletal anchorage 

syste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골격에 임플란트나 miniscrew 혹은 miniplate

를 식립하여 고정원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은 고정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transpalatal arch(TPA)에 miniscrew

을 연결하 고 이를 역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 다.

건조두개골을 대상으로 상악의 교합면에서 안와하연 부위까지 1mm 간격으로 

컴퓨터 단층촬 을 시행하여 얻은 3차원 상을 가지고 상악의 3 차원 유한요

소모델을 만들었고, 전치부의 후방견인력을 300gm으로 가할 때 miniscrew를 

TPA 의 중간지점 3mm 전방에서 바로 연결된 경우와 6mm 전방과 후방에서 

miniscrew을 설정한 뒤 연결선으로 TPA와 연결하 는 경우로 나누어 후방 

적용점의 위치를 변화하 다.  Miniscrew와 TPA와의 연결점 위치는 TPA상

에서 제1대구치에서 안쪽으로 16mm위치로 정하 고, 견인력의 후방 적용점의 

위치는 TPA상에서 miniscrew와의 연결점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3mm 지점과 

연결점으로 정하고 후방견인력을 가했을 경우에 제 1대구치와 miniscrew, 전

치부에 나타나는 변위와 반력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치부의 후방견인 시에 전치부에서 변위가 크게 나타났으며 응력의 분포  

   는 lever arm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 옆의 측절치와 견치의 브라켓         

   부착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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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치부위의 후방견인 시에 TPA 중간지점 3mm 전방에서 바로 연결된 경  

   우에서 제 1 대구치의 전방하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3. 견인력의 후방 적용점의 위치에 따른 반력의 분포에서는 연결점의 안쪽에  

    서 견인할 경우에 제 1대구치가 후방으로 하중이 작용하며, 연결점과 같은  

    경우에는 전방으로 견인되는 결과를 얻었다.

 4. Miniscrew가 TPA의 후방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보   

   다 제 대구치에 작용하는 상하 방향의 하중이 작다.

 5. Miniscrew가 TPA의 후방에 위치하고, 연결점의 안쪽에서 견인할 경우가  

   제 1 대구치의 하중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miniscrew의 하중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고정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miniscrew을 TPA와 연결할 경우에 

후방위치에서, 연결점의 안쪽에서 후방견인력이 적용된 것이 제 1대구치의 하

중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핵심되는 말 :고정원, 연결점, 반력, miniscrew, transpalatal arch, skeletal     

              anch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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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측 교정으로 전치부 후방견인 시 miniscrew 와 

 transpalatal arch 에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 및

  변위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 해석

                           
(지도교수 손병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현 상

 
I. 서 론 

 교정치료 시 고정원의 조절은 매우 중요하며 고정원의 고려 시 접근하는 방

법으로서 differential force (Burstone, 1988), moment to force ratio 

(Kuhlberg과 Burstone, 1997) , , extraoral force, rigid appliance (Melson, 1997), 

muscle force 등을 이용하여 왔다. 하지만 힘의 수준결정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결정하기는 각 증례마다 어려움이 있고 절대적인 고정원을 제공할 수는 없다 

(Melson, 1997). 고정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치료의 효과가 환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효과가 적거나 문제점이 발

생될 수 있다 (Postlethwaite, 1989).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keletal anchorage system (Umemori 등, 1999)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골격에 

임플란트 (Higuchi, 2000), onplant (Janssens 등, 2002), miniscrew (Costa 등, 

1998) 혹은 miniplate (Sherwood 등, 2002)를 식립하여 고정원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system은  절대적인 고정원을 제공하나 외과적인 술식이 따르는 문제

점이 있다. 본 논문은 외과적 시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transpalatal 

arch(TPA)에 miniscrew을 연결하여 고정원을 보강하는 방법을 역학적으로 분

석해 보고자 하 다.  

 교정치료에 skeletal anchorage system의 도입은 고정원의 조절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적절한 교정력을 얻기 위하여  치과용 임프란트와 bone screw가 

교정력 및 악정형력 적용 시에 이용되었는데, Gainsforth 와 Higley (1945)는 

vitallium screw를 개에 식립하여 고정원으로서 사용하 고, Linkow (1969)는 

임상적으로 endosseous blade implant를 식립하여 상악견치의 후방견인으로 

class II elastics에 대한 고정원으로 사용하 다. 그 후 동물 실험으로서 

Shapiro와 Kokich (1988), Sherman 과 Smith (1978), Roberts 등 (1989)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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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Ohmae 등 (2001), Saito 등과 Daimaruya 등 (2001), 

김 등 (2001)의 연구가 beagle dog에서 행하여 졌고 mini-implant의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Kanomi (1997)와 Umemori (1999)는 micro-implant를 매식의 간편성과 매식

부위의 적은 제한성 그리고 매식 후 조기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점들을 소

개하 고, 국내에서도 Park (1999), Park (2000), Park 등 (2001), 오 등 (2001)

은 skeletal anchorage system중 micro-implant를 이용한 교정 치료 증례를  

보고했다.

 지금까지 교정학 분야에서 교정력에 의한 치아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생 

기계적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유한 요소법 (Tanne 등, 1987), 광탄성법 

(Broadsky 등, 1975), laser holography법 (Burstone과 Pryputniewicz, 1980), 

장력 계측법 (Electrical resistance strain gauge method) (Norma, 1988) 등이 

이용되어 왔으며,  유한요소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힘에 대하여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stress, strain과 같은 생 역학적인 요소를 밝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되

어 왔다. 이런 방법들 중에서  광탄성법, 장력 계측법, Laser holography 

method 등은 실제 적용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stress, 

strain과 같은 생체 역학적인 요소를 밝히는 데 부적합하다. 유한요소법은 원

래 항공역학에서 개발된 고체 역학적 구조물 해석방법으로 해석 대상물을 유

한개의 요소로 잘게 나누어 전체 구조물의 하중 및 변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Cook, 1989). 이러한 유한요소법의 특징으로는 모델의 형태와 크기를 실물과 

거의 동일하게 재연시킬 수 있고, 역학적 특성이 다른 여러 재료로 구성된 복

합체를 그 구성 재료의 재료정수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정 한 측정을 요하는 부위에서는 작은 요소로 분할하여 내부 응력의 크기와 

방향을 세 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유한요소법은 고체

학적 구조물뿐만 아니라 치 의학 역에서의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stress와 

strain 같은 생체 역학적인 요소를 밝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Zienkiewicz와 Taylor, 1992).

 본 연구에서는 TPA 에 miniscrew를 고정원으로 보강한 방법에 관한 연구

로 정상 건조 두개골을 CT 촬 하여 얻은 3차원 상을 가지고 3차원 유한요

소모델을 제작하고 유한요소법으로 분석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

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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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가.   3차원 유한요소 모델제작

상악 치아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

상 건조두개골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  (Computerized Tomogram)을 시행하

여 상악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 다. 

  정상적인 건조두개골을 대상으로 상악의 교합면에서 안와 하연부위까지 

1mm 간격으로 컴퓨터 단층촬 을 시행하여 방사선 사진을 얻었고 CyberMed. 

사에서 개발한 V-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층촬  사진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 다. 재구성된 3차원 건조두개골에서 상악을 추출한 후, 상악의 해부

학적 구조를 V-works 프로그램 내의 3차원 volume rendering 작업을 통하여 

volume surface를 일반적인 CAD (computer aided drawing) 그래픽 프로그램

에서 재현할 수 있는 IGES 형식으로 변환하 다. 이렇게 변환된 IGES 형식의 

3차원 데이터를 유한요소 격자생성 프로그램인 HyperMesh 5.1을 이용하여 유

한요소 모델을 구성하 다.

      

Fig. 1. Computerized Tomogram.     Fig. 2. 3 dimensional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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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골과 치아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치아, 치근막, 치조골 3가지로 구분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제작하 다. 치아의 유한요소 모델링은 3차원 임의의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3차원 사면체 요소 (tetrahedron element)를 사용하

으며, 단층촬 한 건조두개골의 치아의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 다. 치아는 

상아질의 물성치를 전체적으로 부여하 으며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된 절점은 

14823개, 요소는 43310개 이다. 

치근막의 유한요소 모델링은 상아질의 유한요소를 기준으로 Coolidge (1937)

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0.25mm의 두께를 갖도록 3차원 6절점 프리즘요소 (6 

node prism element)를 이용하여 두 층으로 모델링 하 다. 치근막의 유한요

소 모델에 사용된 절점은 18671개, 요소는 22647개 이다. 치아 및 치아 치근막

의 유한요소 모델은 Fig. 3에 도시하 다. 

치조골의 유한요소 모델링은 단층 촬 된 건조두개골의 치조골 3차원 단층

촬  데이터의 surface information file을 이용하여 HyperMesh 5.1 프로그램 

상에서 치수 형상을 재현하면서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 다. 건조두개골의 

손상된 전치부와 치조골은 두개골 실측과 인접치아의 치조골을 기준으로 임의

로 설정하 다. 본 논문의 주요 논제는 전치부에 후방견인력이 적용될 경우의 

후방부 지지의 기구학적 mechanism을 분석해 보고자 하 으므로 제 1대구치

와 miniscrew의 유한요소해석에 역점을 두었다. 치조골의  물성치는 치 골로 

하 으며 유한요소 모델링은 복잡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3차원 사면체 요

소 (tetrahedron element)를 사용하 으며, 14948개의 절점과 59477개의 요소로 

표현하 다. 치아, 치근막 및 치조골을 결합한 전체 유한요소 모델은 Fig. 4에 

도시하 으며, 총 34573 개의 절점과 125564 개의 요소로 구성하 다. 이상에 

사용된 3차원 4절점 사면체 요소 및 3차원 6절점 프리즘 요소는 형상근사와 

절점근사를 같은 order로 표현하는 등매개 변수 (isoparametric element)로, 절

점당 X, Y, Z 방향을 갖는 공간상의 이동변위 (translational displacement)를 

갖게 되어 절점당 3개의 자유도 (degree of freedom)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

고 종횡비 (aspect ratio)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적합모드 

형상함수 (incompatible mode shape function)를 부여한 비적합 요소 

(incompatible element)로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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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teeth and periodontal 

                   ligament.

  

 Fig. 4. Assembled finite element model of teeth, PDL 

                 and alveolar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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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성치 부여 및 좌표계의 설정  

설측 교정에 관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아, 치조골 및 치근

막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 다. 일반적으로 유한요소 해석은 대상 

재료의 물성치에 따라 정확성이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력이라는 약

한 힘이 치아에 부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아질, 치조골 및 치근막은 등방, 등

질의 선형탄성체라고 가정하 으며, 재료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정해진 

Young's Modulus(E)와 Poisson's ratio(υ)는 Tanne 등 (1987)의 연구를 참조

하여 Table 1에서와 같이 적용하 다. 

상악 치아의 좌표계는 양측 중절치의 절단면을 이은 선의 중점을 원점으로 

잡고 X축을 근 원심 방향, Y축을 후방 축 방향, Z축을 상하 방향으로 하 다. 

즉, Fig. 5에 도시된 오른 쪽 방향을 +X, 후방 방향을 +Y, 상방 방향을 +Z로 

설정하 다. 이와 반대방향은 -로 표시하 다. 이 전체 좌표계는 각 치아의 좌

표를 설정하는데 사용하 고, 각 치아의 모델링 후 각 치아의 좌표를 전체 좌

표로 변환하여 전체 좌표계 내에서 치아를 재배열하 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assigned to different material 

                compounds of finite element model

Material
Young's Modulus

(kg/mm2)
Poisson's ratio

Tooth 2.0×10
3 0.3

Periodontal ligament 6.8×10 - 2 0.49

Alveolar bone 1.4×10
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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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Definition of reference coordinate (X, Y, Z).

다. Wire 모델 제작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wire는 mushroom arch wire, TPA, connecting wire, 

lever arm 4종류로 wire를 3차원 beam요소를 사용하여 modeling (Hughes, 

1987)하 다.  각 wire의 재료는 모두 strainless steel로 가정하 으며, 이 경

우 Young's modulus는 2.14×10 4  kg/mm
2, Poisson's ratio는 0.3 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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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의 단면 치수는 Table 2에 정리하 다.  

Mushroom arch wire의 경우 각 치아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치열궁 형태

를 지니도록 제작한 후 beam 요소로 모델링 하 다. TPA는 제 1 대구치의 

중앙에 위치하며, 치근방향으로 치조골위에 정사  (projection)하여 제작하

다. connecting wire는 한쪽 끝단은 TPA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쪽 끝단은 

miniscrew에 의해 치조골에 고정되도록 모델링 하 다. lever arm의 경우 저

항중심까지 위치하게 되며, 상악 6전치 중 측절치와 견치 사이의 mushroom 

arch wire와 연결하여 모델링 하 다.

Lever arm

Miniscrew

TPA

Connecting wire

Mushroom
arch wire

Lever arm

Miniscrew

TPA

Connecting wire

Mushroom
arch wire

 Fig. 6. Schematic diagram of wires for the purpose 

                 of orth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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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mension of wires for the purpose of orthodontics

Wire Dimension

Mushroom arch wire .018 ''×.025 ''

TPA φ 0.9mm

Connecting wire φ 0.7mm

lever arm .018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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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조건 및 하중조건

(1) 연구 조건

설측 교정과정에 있어서 mushroom arch wire는 브라켓을 통하여 치아에 

교정력을 부가하게 된다. 이러한 브라켓을 대신하여 mushroom arch wire에 

의해 치아에 전달되는 교정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mushroom arch wire

가 치아에 적용되는 부위의 절점들을 택하여 여기에 가성의 beam element를 

추가하고 이를 이루는 점들이 하나의 unit로 치아에 적용하게 하 다. 이와 같

이 가상의 절점들을 부가함으로써 브라켓과 치아사이에 강체운동에 관한 구속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그리고 mushroom arch wire 중에서 상악 6전치

를 제외한 부분은 실제 브라켓 사이로 sliding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mushroom arch wire 중 sliding 에 해당되는 각 절점들의 변위에 sliding에 해

당하는 구속조건을 equation의 형태로 부가하 다 (Bathe, 1998). 전치부에 후

방견인력을 가할 경우 치근막 및 치조골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

형은 치아에서 먼 부위의 치조골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악 6전치에 후방 견인력을 가하기 때문에 양쪽 중절치, 측절

치, 견치와 제1소구치 발치와를 모델링한 후 가장 향을 적게 받는 두개골 기

저부에 해당되는 치조골의 기저부를 구속하 다(Bickford, 1999). 

(2) 하중 조건

 치아는 치조골 내에 구속되어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저항중심은 무게중심과 

구별된다. 자유물체에서는 무게중심에 힘이 가해질 경우 평행이동이 일어나나 

치아와 같이 구속된 물체에서는 저항중심에 힘이 가해질 때 평행이동이 일어

난다. 저항중심은 단일한 힘에 물체를 가할 때 그 물체가 평행이동 될 수 있는 

힘의 적용부위를 말한다. 치아의 이동은 저항중심에 대한 힘의 방향 및 힘의 



- 11 -

적용점에 의해 결정된다. 전치부의 후방견인 시 저항중심에 대한 후방견인력의 

적용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데 이로 인해 치아의 이동양상이 결정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저항중심의 수직적 위치결정은 우와 박 (1993), 민과 황 (1999)의 

연구를 참조하여 저항중심에 힘이 부가되는 경우 치아가 치축 경사도를 유지

한 채 이동한다는 것과 후방견인력 적용 시 치아의 절단연과 치근첨의 수평적 

변위가 가장 근사한 지점으로 결정하 다. mushroom arch wire와 브라켓은 

하나의 견고한 연결체인 강체요소로 부여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방견인력이 부가되었을 경우, 후방 지지에 대한 기구학적 

mechanism 변화에 따른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 작용하는 하중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좌우의 저항중심의 약간의 차이는 무시하고 이와 

근사한 지점에 해당되는 수직적 위치까지  lever arm 의 연장점을 정하 는데, 

이의 길이는 17mm에 해당되었다. 후방부의 기준점으로 정해지는 CASE I의 

적용점, miniscrew와 TPA의 연결점는 좌우 제 1대구치를 TPA 로 연결한 경

우 전치부 견인력이 주어 졌을 때의 저항중심을 구한 뒤, 이의 수직높이에 해

당하는 TPA상의 지점을 정하 는데, 이 지점도 임의로 저항중심에 근사한 지

점으로 정하 는데 이점의 위치는  제 1대구치와 TPA 연결점 (TPA end)에

서 TPA 안쪽으로 16mm 지점의 TPA 상에 해당되었다. 전치부는 저항중심에

서 lever arm을 이용하여 mushroom arch wire와 연결하고, lever arm과 TPA 

사이에 연결된 스프링을 통하여 후방견인력을 300 gm 부가하 다 (Hallquist, 

1993) (Hibbits, 1997). 우와 박 ( 1993), 민과 황 ( 1999)의 연구와 이과 정 

(2001)의 연구에서는 상악 6 전치의 후방견인력을 편측 100-300gm으로, Park 

(1999)과 Park 등 (2001), 박과 이 (2001)의 환자의 치료 증례에서는 150gm을 

적용하 으나 본 논문은 300gm으로 적용하여 miniscrew로의 지지하중을 보고

자 하 다.

 후방견인력의 적용점 (Park 등, 2000)은  TPA 선에서 구하고 적용점의 위

치는 miniscrew와 TPA를 연결하는 연결선에 의한 연결점의 위치와 관계하여 

2가지로 나누고, miniscrew의 위치를 앞뒤로 다르게 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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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한요소 해석 모델 결정

  

본 연구의 목적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설측 교정과정에서 후방 견인력이 

가해질 때 후방 견인력의 적용점 위치, miniscrew의 위치의 변화의 향을 살

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5 가지의 해석모델을 결정하여 유

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1) CASE I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디자인을 임상에서 시술되는 방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Fig. 7 과 같이 결정하 다. Fig. 7 에 도시된 설측 교정장치를 살펴보면 스프

링에 의한 후방 견인력이 TPA end(제 1대구치와 TPA 연결점)에서 16 mm 

위치의 TPA 선에서 적용되며 이 견인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miniscrew가 

TPA 전방 3 mm 부분에서 TPA와 직각으로 연결 고정되어 있다. 이런 

miniscrew의 지지력으로 후방견인력의 일부가 지지되며, 나머지는 제 1 대구

치로 전달되게 된다. Miniscrew의 지지력 및 제 1 대구치로 전달되는 힘을 유

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계산하 다. 

TPA

spring

miniscrew

c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1st Molar1st Molar

spring

P.F.A.P.F.A.

.

TPA

spring

miniscrew

c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1st Molar1st Molar

spring

P.F.A.P.F.A.

.

              Fig. 7. Schematic diagram of CASE I

                      P.F.A.; point of forc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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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II

 CASE II는 miniscrew의 위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의 지

지력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miniscrew의 위치를 CASE I과 비교하여 전방

방향으로 3 mm 이동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즉 miniscrew는 TPA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석좌표계 상에서 전방방향으로 6 mm 앞에 위치하게 된다. 후방견

인력이 작용하는 적용점 위치에 miniscrew와의 연결점을 정하 다 즉 TPA 

end에서 안쪽으로 16mm 위치의 TPA 상에서 connecting wire로 연결점을 형

성하 다. 적용점과 연결점이 같다. CASE II에 대한 개략도는 Fig. 8 과 같다.

     
TPA

springminiscrew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spring

C.P.= P.F.A. C.P.= P.F.A.

1st Molar1st Molar

TPA

springminiscrew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spring

C.P.= P.F.A. C.P.= P.F.A.

1st Molar1st Molar 1st Molar1st Molar

             Fig. 8. Schematic diagram of CASE II.

      C.P.: connecting point.

      P.F.A.; point of forc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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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 III

CASE III는 후방견인력 적용점의 위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

구치의 지지력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후방 견인력 적용점 위치를 CASE I과 

비교하여 3 mm 만큼 TPA의 중심방향으로 이동시키고, miniscrew의 위치 및 

connecting wire와 연결점의 위치는 CASE II와 동일하다. CASE III에 대한 

개략도를 Fig. 9에 도시하 다.

TPA

springminiscrew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1st Molar1st Molar

spring

P.F.A. C.P.P.F.A.C.P.

TPA

springminiscrew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1st Molar1st Molar 1st Molar1st Molar

spring

P.F.A. C.P.P.F.A.C.P.

                Fig. 9. Schematic diagram of CASE III.

                              C.P.: connecting point. 

                       P.F.A.; point of forc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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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IV

CASE IV는 CASE I과 비교하여 miniscrew의 위치를 후방 방향으로 TPA 

뒤쪽에 위치하도록 한 경우이다. CASE II과 대칭적으로 miniscrew가 TPA 후

방 6 mm에 위치하게 되며 후방 견인력이 적용되는 적용점은 CASE II와 동일

하다. 적용점과 연결점이 같다. CASE IV에 대한 개략도를 Fig. 10에 도시하

다.

1st Molar

TPA

spring

miniscrew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spring

C.P.= P.F.A. C.P.= P.F.A.

1st Molar 1st Molar

TPA

spring

miniscrew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spring

C.P.= P.F.A. C.P.= P.F.A.

1st Molar

     Fig. 10. Schematic diagram of CASE IV.

             C.P.: connecting point.

         P.F.A.; point of force application. 

(5) CASE V

CASE V는 miniscrew가 TPA 뒤쪽 6 mm에 위치한 경우로 후방견인력의 

적용점의 위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의 지지력 변화를 조사

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이 결정하 다. 적용점의 위치는 CASE III에서와 동

일하게 3 mm 만큼 TPA의 중심방향으로 이동시켰고, miniscrew 위치 및 

connecting wire와 연결점의 위치는 CASE IV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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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

spring

miniscrew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spring

P.F.A.

1st Molar1st Molar

C.P.C.P. P.F.A.

TPA

spring

miniscrew

Center of 
resistance

Center of 
resistance

spring

P.F.A.

1st Molar1st Molar

C.P.C.P. P.F.A.

                  Fig. 11. Schematic diagram of CASE V.

                             C.P.: connecting point. 

                     P.F.A.; point of force application. 

위의  5가지 분류에 대하여 Hibbits, Karlsson & Sorensen Inc./USA 에서 

제작한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Standard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치아에 작용하는 응력과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 작용하

는 반력을 계산하 다.

일반적으로 응력은 힘의 작용방향 및 단면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성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응력의 성분들을 통합적으로 대표하는 값으로 von 

Mises stress, Octahedral stress, RMS(Root Mean Square) stress value 등이 

정의되어 있다. 

Von Mises stress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stress 

invariant에서 deviatoric stress tensor σ '  가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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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on Mises stres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stress component로 아

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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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on Mises stress는 여러 가지 stress 성분에 대하여 하나의 대표되

는 값으로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stress 성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Octahedral stress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normal vector를 갖는 octahedral 

plane에서 정의되는 유효 전단력의 값이며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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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hedral stress는 von Mises stress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stress 성분

에 대하여 하나의 대표되는 값으로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stress 

성분을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다. 

RMS stress value는 다음과 같이 함수의 Root Mean Square로부터 정의되

는 stress val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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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stress value를 stress tensor에 대하여 적용하면, 임의의 점 주변의 구

면좌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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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stress 역시 마찬가지로 stress 성분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von Mises stress, Octahedral stress, RMS stress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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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이 성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치아에 작용하는 응

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위의 세 stress value중 가장 scaling 된 

von Mises stress를 사용하여 응력을 계산하 다. 

RMSoctV
ττσ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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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 결과

 본 논문의 mechanism은 크게 후방 견인력을 통한 상악 6전치의 이동 

mechanism과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서의 저항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mechanism에 관한 비교 및 평가를 위하여 후방 견인력을 

통한 치아의 응력 및 변위를 조사하 으며,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서의 

저항 mechanism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 1 대구치와 연결되는 TPA 및 

miniscrew에서의 반력을 조사하 다. 

1. CASE I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CASE I은 후방 견인력이 저항중심에서부터 스프링을 통해 TPA end에서 

안쪽으로 16mm 위치의 TPA로 적용되며 이 견인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miniscrew가 TPA중앙의 전방 3 mm 부분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miniscrew

의 지지력으로 후방견인력의 일부가 지지되며, 나머지는 제 1 대구치로 전달되

게 된다. 

 치아의 후방 견인력이 300 gm인 경우, 치아의 변형 형상 및 치아에 작용되는 

von Mises stress는 Fig. 12와 같다. Fig. 12에 도시된 치아의 변형형상을 살

펴보면, 하중이 저항중심에 작용하여 상악 6전치가 후방 방향으로 견인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후방 견인력을 부가할 경우 변형량은 10
-4
 mm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변형 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12의 그

림은 변형 형상을 10배로 확대하여 나타낸 경우이다. 상악 6전치의 변형량이 

10
-4
 mm 정도인데 반해 제 1 대구치는 10

-5
 mm 정도로 상악 6전치의 후방 

견인을 지지하고 있다. von Mises stress 와 치아의 변형형상은 CASE II, 

CASE III, CASE IV, CASE V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본 연구의 핵심은 후방 견인력이 작용할 때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miniscrew가 얼마나 줄여주는가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miniscrew와 

제 1 대구치와 연결되는 TPA에서의 하중을 조사하여 Table 3에 정리하 다. 

여기서 TPA end 1은 좌측 제 1대구치와 연결되는 TPA의 끝단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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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 end 2는 우측을 말한다. 기준 좌표계는 중절치의 절단면을 이은 선의 중

점을 원점으로 잡고 X축을 근 원심 방향, Y축을 전후방 방향, Z축을 상하방향

으로 하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중의 방향 및 성분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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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Analysis result of CASE I.

             (a) schematic diagram, (b) Deformed Shape,

              (c) Distribution of von Mises Stress in teeth. 

C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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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training force of TPA and miniscrew (CASE I)

                                                     unit : gm 

Restraining

Force

Measurement 

  Point

          Reaction force

X-Comp.   Y-Comp.    Z-Comp.

300 gm

TPA end 1 -82.26    114.5    -54.62

TPA end 2  79.81    116.3    -54.95

miniscrew -5.566    303.0     27.63

                                    (- means the opposit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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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II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CASE II는 miniscrew의 위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의 지

지력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miniscrew의 위치를 CASE I과 비교하여 전방

방향으로 3 mm 이동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즉 miniscrew는 TPA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석좌표계 상에서 전방방향으로 6 mm 앞에 위치하게 된다. 유한요

소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SE II는 CASE I과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서의 저항 mechanism이 

다르기 때문에 제 1 대구치와 연결된 TPA 및 miniscrew에서의 반력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 부분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즉 후방 견인력이 작용할 

때 제 1 대구치에 의한 지지 mechanism을 변화시켜,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miniscrew가 얼마나 줄여주는가를 조사하는데 있다. CASE II의 지지 

mechanism에서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와 연결되는 TPA에서의 하중을 

조사하여 Table 4에 정리하 다.

     

                     

Table 4. Restraining force of TPA and miniscrew (CASE II)

                                                            unit : gm

Restraining

Force

Measurement 

Point

              Reaction force

X-Comp. Y-Comp.    Z-Comp.

300 gm

TPA end 1 -76.50 23.56    -115.5

TPA end 2  77.43 28.06    -114.2

miniscrew -8.316 482.2     147.8
  

                                         (- means the opposit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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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 III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CASE III는 후방견인력 적용점의 위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

구치의 지지력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후방 견인력 적용점 위치를 CASE I과 

비교하여 3 mm 만큼 TPA의 중심방향으로 이동시키고, miniscrew의 위치 및 

connecting wire의 위치는 CASE II와 동일하다. 

 CASE III의 조건 하에서 후방 견인력이 부가될 때 치아의 변형형상을 살펴

보면, CASE I, II 와 동일하게 하중이 저항중심에 작용하여 상악 6전치가 후

방방향으로 견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형이 상악 6전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 1 대구치는 이러한 견인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변형형상은 CASE II와 거의 유사하나 CASE III의 경우가 측절치 부

분에서의 변형이 CASE II와 비교하여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CASE 

III의 하중 작용 방향이 TPA의 중앙으로 집중하기 때문이다. 응력 분포를 살

펴보면 CASE III의 경우 응력 분포가 CASE I 및 CASE II와 비교하여 약 

4%정도 높게 나타나며, 이는 CASE III의  후방 견인력 방향의 차이에서 기인

한다.

 CASE III은 CASE I, II와 비교하여 상악 6전치의 후방 견인 mechanism 측

면에서 하중의 작용 방향이 다르며, 후방 견인 시 지지 mechanism을 볼 때,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서의 저항에 대한 기구학적 mechanism은 CASE 

II와 같지만 견인력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1 대구치와 연결된 TPA 및 

miniscrew에서의 반력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본 CASE III은 후방 견

인력이 적용될 때 제 1 대구치에 의한 같은 기구학적 mechanism에서 지지력

의 방향을 변화시켜,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miniscrew가 얼마나 줄

여주는가를 조사하는데 있다. CASE III의 지지 하중 및 기구학적 mechanism

에서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와 연결되는 TPA에서의 하중을 조사하여 

Table 5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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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training force of TPA and miniscrew (CASE III)

                                                       unit : gm

Restraining

Force

Measurement 

Point

           Reaction force

X-Comp. Y-Comp.  Z-Comp.

300 gm

TPA end 1 -123.1 -23.58  -155.8

TPA end 2  120.3 -18.86  -152.2

miniscrew -10.42  591.2   134.1

(- means the opposit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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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IV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CASE IV는 CASE I과 비교하여 miniscrew의 위치를 후방 방향으로 TPA 

뒤쪽에 위치하도록 한 경우이다. CASE II와 대칭적으로 miniscrew가 TPA 후

방 6 mm에 위치하게 되며 후방 견인력이 적용되는 적용점은 CASE II와 동일

하다. 즉 설측 교정과정에서 후방 견인 mechanism 은 CASE I, II와 동일하지

만, 후방 견인 하중지지 mechanism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CASE 

IV의 유한요소 모델에 후방 견인력을 부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CASE IV의 지지 하중 및 기구학적 mechanism에서 miniscrew 및 제 1 대

구치와 연결되는 TPA에서의 하중을 조사하여 Table 6에 정리하 다. 

Table 6. Restraining force of TPA and miniscrew (CASE IV)

                                                      unit : gm

Restraining

Force

Measurement 

Point

          Reaction force

X-Comp. Y-Comp.    Z-Comp.

300 gm

TPA end 1 -90.96 28.03     -14.35

TPA end 2  87.93 28.25     -14.62  

miniscrew -6.211 477.5      110.9 

(- means the opposit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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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SE V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CASE V는 miniscrew가 TPA 뒤쪽 6 mm에 위치한 경우로 후방견인력 적

용점의 위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의 지지력 변화를 조사하

기 위한 실험 모델이다. 적용점의 위치는 CASE III에서와 동일하게 3 mm 만

큼 TPA의 중심방향으로 이동시켰고, miniscrew 위치 및 connecting wire의 

위치는 CASE IV와 동일하다. 

 CASE V는 CASE IV와 비교하여, 후방 견인력이 작용될 때 제 1 대구치에 

의한 같은 기구학적 mechanism에서 지지력의 방향을 변화시켜, 제 1 대구치

에 작용하는 하중을 miniscrew가 얼마나 줄여주는가를 조사하는데 있으며, 

CASE III과 비교해서는 같은 견인방향에 대하여 저항에 대한 기구학적 

mechanism 변화를 조사하는데 있다. CASE V의 지지 하중 및 기구학적 

mechanism에서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와 연결되는 TPA에서의 하중을 조

사하여 Table 7에 정리하 다     

Table 7. Restraining force of TPA and miniscrew (CASE V)

                                                      unit : gm

Restraining

Force

Measurement 

Point

          Reaction force

X-Comp. Y-Comp.  Z-Comp.

300 gm

TPA end 1 -63.82 -30.69  -16.25 

TPA end 2  61.20 -30.02  -15.58 

miniscrew -5.009  609.4   142.0

(- means the opposit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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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총괄 및 고찰

 최근 심미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설측 교정을 포함하여 성인교정치

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치료기간, 치료시의 부작용 가능

성, 치료후의 안정성 및 교정장치 장착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능한 한 성인보다는 청소년기에 치료받는 것이 선호되어져 

왔으나 교정학 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통해 성인교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

러 시도가 있다 (Proffit, 1986). 국내에서도 Chung 등 (2001)이 피질골 절단술

과 miniplate를, Park (1999), Kyung 등(2003), Paik 등 (2002)이 miniscrew를, 

Hwang과 Lee (2001)가 자석을 이용하여 성인교정 분야에 적용한 바가 있다.  

  상악전돌의 경우에서 구치부의 anchorage을 얼마나 유지시키느냐에 따라서 

전방부위의 돌출정도를 개선시키는 정도가 결정된다. 이러한 anchorage의 유

지나 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중에 skeletal anchorage system(SAS)의 도

입은 고정원의 조절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정원의 크기에 따라 최소, 중등

도, 최대 고정원 둥으로 분류하며 치료의 목적에 따라 고정원의 조절은 치료의 

결과를 좌우한다. 최대 고정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악간 고무줄을 이용하거나 

transpalatal arch, headgear 등을 사용하여 고정원을 보강했다. head gear를 

사용하는 구외 고정원은 환자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으며 치료의 성패가 좌우되

었다. 구치의 결손이나 특히 좌우치아가 비대칭적으로 결손, 구치의 정출, 성인

의 교정치료 시는 고정원의 확보나 교정력을 적용할 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

한 어려움을 SAS는 절대적인 고정원을 제공하면서 환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도 이용되어질 수 있다. 

 SAS의 여러 방법 중에 miniscrew의 사용은 기존의 임프란트나 miniplate보

다 시술이  간단하면서 비용이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사용된다. 기존의 임프란

트는 매식후 치유기간이 필요하며 매식 부위의 공간성, 안정성, 시술의 전문성 

및 고가의 시술비 등의 단점이 있으며 치유기간동안 불편함이나 구강위생의 

어려움이 있다 (Kanomi, 1997). 

 miniscrew는 매식후 조기에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조기하중을 가할 수 있는 이유로 miniscrew의 안정성이 골유착에서 비롯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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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miniscrew의 나사산과 골과의 접촉으로 인한 기계적인 유지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 다 (김과 장, 2001). 치과 교정학에서 임프란트를 고정원으

로 사용한 것은 최근이 아니었다.

 Gainsforth 와 Higley (1945)에 의하여 vitallium screw를 개에 식립하여 고

정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평가하 는데 교정력 적용 16-31일에 모두 소

실되었다고 보고하 다. Lnkow (1969)는 endosseous blade implamt를 식립하

여 상악후방견인의 고정원으로 사용한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

 Shapiro와 Kokich (1988)는 교정치료에 있어서 임프란트의 이용가능성에 대

하여 상세히 기술하 는데 교정치료의 고정원으로 사용한 후 보철 치료의 지

대치로 사용할 때,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시 임프란트 위치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악정형력에 대한 고정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동물실험을 통하여 보

고하 다.

 Sherman(1978)과 Smith(1979)는 동물실험을 통하여 임프란트의 고정원으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Roberts 등 (1989)은 가토에  small 

titanium microscrew를 식립한 후 1N 의 교정력을 가한 2개월 후에 임프란트

가 잘 유지되는 것을 관찰한 바 있고, 하악구치 후방 부에 retromolar implant

를 식립하여 임상에 적용하여 하악구치의 공간폐쇄에 사용하 다. Roberts 등 

(1994). Block과 Hoffman (1995)은 onplant를 소개하 는데 이것은 상악 구개

측 골막 하에 식립되어 구치의 전방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Favero 등(2002)은 교정의 고정원으로서 사용된 임프란트의 사용에 관하여 

1970년부터 2000사이의 관련된 주된 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 다.

 miniscrew를 교정치료의 고정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임

상에 적용한 연구로, Creekmore와 Eklund (1983)는 25세의 여성에서 상악전치 

치근단 상방의 치조골에 vitallium screw를 식립하여 상악 전치 압하이동의 고

정원으로 사용한바 있다. 최근 Kanomi (1997)는  44세의 남자에서 1.2mm 직

경과 길이 6mm의 titanium miniscrew를 4개월 동안 사용하여 6mm의 하악전

치 압하이동을 시켰다. Costa 등 (1998)은 2.2mm 직경과 길이 9mm의 

titanium minioscrew를 고정원으로 사용하여 상악구치의 압하를 시켰다. 

 Titanium miniscrew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urgical miniplate를 이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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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Umemori 등, 1999)에 비하여 가할 수 있는 교정력의 크기는 작지만 수술이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Kanomi, 1997). 국내에서도 miniscrew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소개로 오 등 (2000), Park (1999), Kyung 등(2003)이 있었

고, 최근의 연구로 Ohmae (2001)는 beagle dog에서 anchorage로서의 임상적 

조직적 평가에서 효과적인 anchorage의 tool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하 고, 

Daimaruya (2001)는 별다른 손상 없이 하악구치부 압하이동의 새로운 치료방

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하 고, 하악구치의 압하가 진행되면서 신경과 혈관

이 전위되는 것을 보고하 다. Kanomi (1997)와 Umemori 등 (1999)는 

micro-implant를 매식의 간편성과 매식부위의 적은 제한성 그리고 매식 후 조

기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점들을 소개하 다. 

 상악전치부를 견인할 경우에 miniscrew의 위치는 대부분의 치료증례에서  

구치부 구개측면을 이용하 다. 하지만 이 부위는 연조직이 두껍고 신경, 혈관 

조직이 많고 시술시 접근의 어려움과 합병증이 많이 발생된다. 

 본 논문은 외과적 시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transpalatal 

arch(TPA)에 miniscrew을 연결하여 고정원을 보강하는 방법과 전치부 lever 

arm (Park 등, 2000)을 이용하여 전치부를 후방으로 견인하 다. 

 지금까지 교정학 분야에서 교정력에 의한 치아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생 

기계적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유한 요소법, 광탄성법, laser holography법, 

장력 계측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 Finite element method는 모델의 형태와 크

기를 실물과 거의 동일하게 재현시킬 수 있고,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

체도 모형화 할 수 있으며 분할 정도에 따라 정 한 내부 응력의 계측이 용이

하고, 모델의 경계조건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구조물 전체의 응력분포 

뿐만 아니라 각 구성부분의 3차원적 응력분석과 변위, 전후 상태의 동시 비교

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치과연구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 

조와 이 (1984), 김과 손 (1985), 배와 박 (1994), 강과 박 (1996), 유와 백 

(1998), 권과 손 (1999), 이와 정 (2001) 등이 있었다. Laser holography 

method은 물체의 전체적인 변형이 사진을 통해서 힘에 대한 반응을 3차원적

으로 기록할 수 있으나 파동 및 공기의 흔들림이 없어야 오차가 감소되고, 레

이저를 방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므로 조작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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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단점이 있다.  우와 박 (1993), 민과 황 (1999) 등의 국내의 연구가 있었다.  

  광탄성법는  구강구조와 같이 복잡한 조직도 모형 화하여 내부의 응력분산

을 계측할 수 있으며, 모델전체에 퍼지는 응력을 관찰하여 응력이 집중되는 부

위의 위치 및 양을 결정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변위와 응력의 동시 계측이 

불가능하고 경계조건의 변형을 할 수 없으며, 모형 절단 시 다른 응력이 개입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 전 (1994) 

등의 연구가 있었다. Strain Gauge method는 gauge가 부착된 부위의 응력의 

크기와 변위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넓은 표면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

적인 세부 계측이 어렵고 주변조건의 변형은 용이하지만 이런 경우 계측 장치

가 많아지고 조작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Laser holography method은 물

체의 전체적인 변형이 사진을 통해서 힘에 대한 반응을 3차원적으로 기록할 

수 있으나 파동 및 공기의 흔들림이 없어야 오차가 감소되고, 레이저를 방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므로 조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의 저항중심을 정하는데 참고가 된 우와 박 (1993), 민과 황 (1999)의 

논문은 Laser holography method을 이용하 다. 

 본 논문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설측 교정 하에서 치아에 후방견인력이 

부가되었을 경우, 후방 지지에 대한 기구학적 mechanism 변화에 따른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 작용하는 하중을 비교, 분석하여 miniscrew를 사용하

는 후방 지지의 기구학적 mechanism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 이러한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상인의 건조두개골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  

(Computerized Tomogram)을 시행한 후, cybermed.사의 V-Works 프로그램을 

통하여 3차원적 재구성을 수행하 다. 이러한 재구성된 건조두개골에 대하여 

상악에 대하여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제

작된 치아 및 치근막, 치조골에 대하여 경계조건을 부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설측 교정하에서 치아에 후방견인력이 부가되었을 경우, 후방 지지에 대한 

기구학적 mechanism 의 변화에 따른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하중 변화 및 

이에 따른 miniscrew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Fig. 13의 

CASE I과 Fig. 14와 같은 4개의 CASE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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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Schematic Diagram of CASE I

                               C.P.: connecting point.

                       P.F.A.: point of forc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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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 Schematic diagram of designed mode: (a) CASE II, (b) CASE

           III, (c) CASE IV, (d) CASE V. C.P.: connecting              

             point  P.F.A.:point of forc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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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I은 스프링에 의한 후방 견인력이 제1 대구치와 TPA의 연결점(TPA 

end)에서 TPA를 따라 16 mm 위치에서 스프링을 통해 TPA로 적용되며 이 

견인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miniscrew가 TPA중앙의 전방 3 mm 부분에 고정

되어 있다. 이런 miniscrew의 지지력으로 후방견인력의 일부가 지지되며, 나머

지는 제 1 대구치로 전달되게 된다. 

 CASE II는 miniscrew의 위치 및 이에 따른 connecting wire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의 지지력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miniscrew의 위

치를 CASE I과 비교하여 전방방향으로 3 mm 이동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즉 

miniscrew는 TPA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석좌표계 상에서 전방방향으로 6 mm 

앞에 위치하게 되며, 후방견인력이 적용되는 적용점과 miniscrew을 

connecting wire로 고정하 다. CASE II의 경우 적용점과 연결점이 같다. 

 CASE III은 후방견인력 적용점의 위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

구치의 지지력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후방 견인력 적용점 위치를 CASE I과 

비교하여 3 mm 만큼 TPA의 중심방향으로 이동하여 결정하 다. 그리고 

miniscrew의 위치 및 connecting wire의 위치는 CASE II와 동일하도록 하

다. 

 CASE IV는 CASE I과 비교하여 miniscrew의 위치를 후방 방향으로 TPA 

뒤쪽에 위치하도록 결정하 다. CASE II와 대칭적으로 miniscrew가 TPA 후

방 6 mm에 위치하게 되며 후방 견인력이 적용되는 적용점은 CASE II과 동일

하다. 따라서 CASE IV의 후방 견인에 대한 지지 mechanism을 살펴보면 

CASE I 및 CASE II, CASE III과 비교하여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서의 

저항에 대한 기구학적 mechanism이 다르며, 후방 견인에 대한 견인력의 방향

은 CASE II와 같다. 즉  CASE IV는 같은 후방 견인력에 대하여, CASE II와 

비교하여 miniscrew의 위치가 TPA의 후방에 위치할 때 제 1 대구치에 작용

하는 하중을 miniscrew가 얼마나 줄여주는 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결정하 다. 

 CASE V는 miniscrew가 TPA 뒤쪽 6 mm에 위치한 경우로 후방견인력의 

적용점의 위치 변화에 따른 miniscrew 및 제 1 대구치의 지지력 변화를 조사

하기 위하여 CASE III과 동일하게 하중 적용점의 위치를 변경하여 결정하

다. CASE V를 후방 견인에 대한 지지 mechanism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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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 및 miniscrew에서의 저항에 대한 기구학적 mechanism은 CASE IV와 

같지만 견인력의 방향이 다르며, CASE III과 비교하여 볼 때, 견인력의 방향

은 같지만 miniscrew의 위치가 TPA기준으로 전후 방향으로 다르게 위치하기 

때문에 기구학적 mechanism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CASE V는 CASE IV와 

비교하여, 후방 견인력이 적용될 때 제 1 대구치에 의한 같은 기구학적 

mechanism에서 지지력의 방향을 변화시켜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하중을 

miniscrew가 얼마나 줄여주는가를 조사하는데 있으며, CASE III과 비교해서는 

같은 하중 적용 방향에 대하여 miniscrew의 위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

도록 결정하 다.

 이와 같은 CASES에 대하여 설측 교정에 따른 후방 견인력을 300 gm 부가

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으며 제 1 대구치 및 miniscrew에서의 저항 

mechanism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 1 대구치와 연결되는 TPA 및 miniscrew에

서의 반력을 조사하 다. 

 제 1 대구치와 연결된 TPA의 양 끝 단 및 miniscrew에서 발생하는 반력은 

벡터 성분으로 좌표계에 따른 크기와 방향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양측 

중절치의 절단면을 이은 선의 중점을 원점으로 잡고 X축을 근원심 방향, Y축

을 전후방 축 방향, Z축을 상하방향으로 하 다. 즉, 정면에서 바라보는 경우

에 대하여 오른쪽 방향을 +X, 후방 방향을 +Y, 상 방향을 +Z로 설정하 다. 

이와 반대방향은 -로 표시하 다. 이러한 좌표계를 기준으로 CASE 별로 

TPA의 양 끝단 및 miniscrew에서 발생하는 반력과 치아의 응력을 유한요소

법으로 계산하 다.

 치아의 응력분포는 상악 6전치의 후방견인력의 적용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

향을 보 다. CASE I, II, IV에서 유사한 응력 분포를 보이며,  CASE III, 

CASE V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둘 사이에는 약 4%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CASE II, CASE IV의 후방 견인 하중의 크기와 하중 적

용점이 동일한 방면, CASE III, CASE V는 후방 견인 하중의 적용점이 TPA

의 중앙부로 3mm 만큼 이동하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실험군 CASE III, 

CASE V는 측절치에 CASE II, CASE IV보다 응력이 약 4% 정도 더 집중되

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든 CASE의 치아군에서 응력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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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악 6전치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상악 6전치 중 측절치와 견치에 상대적으

로 높은 응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mushroom arch wire와  lever arm이 연

결되는 부분이 측절치와 견치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이 두 치아에서 하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력 분포의 비교를 Fig. 15에 도시하

다.

  

      (a)         (b)

          Fig. 15. Comparison of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a) CASE I, II, VI,  (b) CASE III & V.

 본 논문은 후방 견인력을 통한 상악 6전치의 이동 mechanism과  제 1 대구

치 및 miniscrew에서의 저항 mechanism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치부 후방 

견인에 대한 저항 mechanism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 1 대구치와 연결되는 

TPA의 좌/우 양 끝단 및 miniscrew에서의 반력을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하

다. TPA end 1은 좌측 제 1대구치와 연결되는 TPA의 끝단을 말하며, TPA 

end 2는 우측을 말한다. 이러한 반력의 각 방향 성분에 대하여 4 개의 CASE

를 CASE I과 비교하여 Table 8, Table 9, Table 10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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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reaction force in X-direction with CASE I

                                                      

                     - means the opposite direction in X-direction.

                      - means the decrease in increment section.

                         

Model Point
Reaction Force 

in X-direction

  Increment 

  to CASE I

CASE Ⅰ

TPA end 1 -42.26 gm      ․

TPA end 2  39.81 gm      ․

miniscrew -5.566 gm      ․

CASE Ⅱ

TPA end 1 -76.50 gm      81.0 %

TPA end 2  77.43 gm      94.5 %

miniscrew -8.316 gm      49.4 %

CASE Ⅲ 

TPA end 1 -123.1 gm     191.3 %

TPA end 2  120.3 gm     202.2 %

miniscrew -10.42 gm      87.2 %

CASE Ⅳ 

TPA end 1 -90.96 gm     115.2 %

TPA end 2  87.93 gm     120.9 %

miniscrew -6.211 gm      11.6 %

CASE Ⅴ 

TPA end 1 -63.82 gm      51.0 %

TPA end 2  61.20 gm      53.7 %

miniscrew -5.009 gm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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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reaction force in Y-direction with CASE I

                                 

                       - means the opposite direction in Y-direction.

                       - means the decrease in increment section.

Model Point
Reaction Force 

in Y-direction

   Increment 

   to CASE I 

CASE Ⅰ

TPA end 1  114.5 gm     ․

TPA end 2  116.3 gm     ․

miniscrew  303.0 gm     ․

CASE Ⅱ

TPA end 1  23.56 gm   -79.4 %

TPA end 2  28.06 gm   -75.9 %

miniscrew  482.2 gm    59.2 %

CASE Ⅲ 

TPA end 1 -23.58 gm   -79.4 % 

TPA end 2 -18.86 gm   -83.8 % 

miniscrew  591.2 gm    95.1 %

CASE Ⅳ

TPA end 1  28.03 gm   -75.5 % 

TPA end 2  28.25 gm   -75.7 %

miniscrew  477.5 gm    57.6 %

CASE Ⅴ

TPA end 1 -30.96 gm   -73.0 % 

TPA end 2 -30.02 gm   -74.2 % 

miniscrew  609.4 gm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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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reaction force in Z-direction with CASE I

                     - means the opposite direction in Z-direction.

                     - means the decrease in increment section.

Model Point
Reaction Force 

in Z-direction

Increment 

to CASE Ⅰ 

CASE Ⅰ

TPA end 1 -54.62 gm  ․

TPA end 2 -54.95 gm  ․

miniscrew  27.63 gm  ․

CASE Ⅱ

TPA end 1 -115.5 gm 111.5 %

TPA end 2 -114.2 gm 107.8 %

miniscrew  147.8 gm 434.9 %

CASE Ⅲ 

TPA end 1 -155.8 gm 185.2 %

TPA end 2 -152.2 gm 176.9 %

miniscrew  134.1 gm 385.3 %

CASE Ⅳ

TPA end 1 -14.31 gm -73.8 %

TPA end 2 -14.62 gm -73.4 %

miniscrew  110.9 gm 301.5 %

CASE Ⅴ 

TPA end 1 -16.25 gm -70.2 %

TPA end 2 -15.58 gm -71.6 %

miniscrew  142.0 gm 4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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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A의 좌/우 양 끝단 및 miniscrew에서의 X-방향 반력을 Table 8에 비

교․정리 하 다. 여기서 TPA end 1은 왼쪽 제 1 대구치와 연결된 TPA의 

끝단을 나타내고, TPA end 2는 오른쪽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X 방향은 근

원심 방향으로 오른쪽을 +로 정의하 다. 설측 교정과정에서 스프링에 의해 

부가되는 후방 견인력은 TPA에 작용하며, TPA와 연결된 제 1 대구치 및 

minisrew에서 이를 지탱한다. 후방 견인 시 X-방향에서는 좌/우 제 1 대구치

가 중심방향으로 모이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반력은  좌/우

에서 반대 방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TPA의 좌/우 양 끝단에서는 서

로 반대의 부호를 갖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실제 치아 및 치조골 모델의 좌

/우 비대칭성에서 좌/우 값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3 gm 이내로 무시 할 정도

로 작다고 할 수 있다.  

 CASE I과 4개의 CASE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제 1대구치의 X축 방향의 

반력은 4개의 CASE에서 CASE I보다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CASE I에

서는 1개의 connecting wire 가  TPA중앙에서 고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CASE들은 중앙에서 멀어져 양쪽에서 고정되어 TPA와 miniscrew를 연결하는 

connecting wire가 각도를 이루게 되므로 connecting wire로 전달되는 하중의 

x방향 성분으로 인하여 제 1 대구치의 x축 방향의 반력이 커지게 된다. CASE 

III에서 제 1대구치의 X축 방향의 반력이 CASE I보다 200%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miniscrew에서 87.2% 증가하 다. 이경우는 miniscrew에 근사

한 지점에서 힘의 적용점이 있으며 제 1대구치는 Y축 방향의 후방하중이 나

타나면서 X축 방향의 반력은 크게 나타났다. CASE Ⅱ와 CASE Ⅳ의 비교에

서는 CASE Ⅱ 가 CASE Ⅳ보다 X 방향 반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miniscrew가 TPA 앞쪽에 위치한 경우에 후방 견인시 이를 지지하는 

miniscrew가 같이 앞으로 리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후방부에 miniscrew

가 위치하여 지지하는 경우보다 제 1 대구치에 하중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CASE V의 경우가 제 1 대구치에 하중이 가장 작게 나타나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설측 교정과정에서 후방 견인력이 

가해질 때 후방 견인력의 적용점 위치, 후방 견인력을 지지하는 지지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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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의 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TPA의 좌/우 양 끝단 및 miniscrew에서

의 Y-방향의 반력을 Table 9에 비교․정리 하 다. 여기서 TPA end 1 및 2

는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 1 대구치와 연결된 TPA의 좌/우 끝단을 나타낸

다. 본 논문에서는 양측 중절치의 절단면을 이은 선의 중점을 원점으로 Y축을 

전후방 축 방향 즉, 정면에서 바라보는 경우에 대하여 후방 방향을 +Y로 설정

하 다. 이러한 좌표계를 기준으로 TPA에 작용하는 +의 Y 방향 반력은 앞으

로 넘어지는데 대한 지지력을 의미하며 - 의 Y 방향 반력은 치아가 뒤쪽으로 

기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CASE I과 4개의 CASE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TPA의 양 끝단에 작용하

는 Y 방향의 반력은 4개의 CASE에서 모두 CASE I보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이며, 이와 반대로 miniscrew에는 CASE I보다 더 큰 반력이 4개의 CASE에

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는 CASE 4개의 모델 모두 CASE I과 비교하여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감소하며 이를 대신하여, miniscrew가 더 많은 

하중 지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특히 CASE III 및 V에서는 TPA

의 양 끝단에 걸리는 반력이 - 값을 갖는데, 이는 이 두 모델에서는 제 1 대

구치가 후방으로 기우는 힘이 작용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CASE III 및 

CASE V에서는 하중 적용점이 TPA의 중앙부로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치조골

의 측면부가 아닌 치조골의 바닥부로 하중이 변화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

용점의 변화로 회전에 대한 반력이 증가하여 CASE III 및 CASE V에서는 음

의 방향을 갖게 된다. 

 TPA 의 양 끝단을 통하여 제 1대구치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CASE I

과 비교하여 볼 때, 4가지 CASE 모두 CASE I과 비교하여 70~80%의 범위로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하중은 감소하 으며, CASE III 및 CASE V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중의 적용방향이 바뀌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miniscrew에 작용하는 하중은 CASE II과 CASE IV는 각각 59.2 % , 57.6% 

증가하 으며, CASE III 와 CASE V는 상대 비율이 더 커져 각각 95.1 % 

,101.1 % 로 증가하 다. CASE V의 경우가 제 1 대구치의 하중 크기 및 방향 

그리고 miniscrew의 저항력 측면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 Z방향은 양측 중절치의 절단면을 이은 선의 중점을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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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Z축을 상하방향으로 하 다. 즉, 상방 방향을 +Z로 설정하 으며 이 경

우 제 1대구치와 연결한 TPA 및 miniscrew 에서의 Z방향 반력을 Table 10에 

정리하 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CASE I과 비교하여 CASE II 과 

CASE III은 Z 방향의 반력이 100% 이상 증가하 다. 이와 반대로 miniscrew

가 TPA의 후방부에 위치한 CASE IV 및 CASE V 는 제 1 대구치에 작용하

는 하중이 70%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CASE II 및 

CASE III와 같이 TPA의 앞쪽에 miniscrew가 위치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경

우, 후방견인력에 의하여 Z축 방향으로 함몰되어 가며 지지를 하고 있으며 

miniscrew가 TPA 뒤쪽에 위치한 CASE IV 및 CASE V는 이러한 함몰을 후

방부에 위치한 miniscrew가 지지하여 결국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Z방향 하

중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Z 방향 하중 측면에서 CASE 

V의 기구학적 mechanism이 가장 좋다고 평가된다.

 이상의 치아의 후방 견인 시 이를 지지하는 5가지 기구학적 mechanism에 

대하여 제 1 대구치의 TPA 및 miniscrew의 반력을 X, Y, Z 축 성분으로 나

누어 분석하 다. 세 축방향 성분에 대하여 CASE V, 즉 miniscrew가 TPA의 

후방부에 위치하며 하중 적용점이 connecting wire와 TPA의 연결점에서 중앙

부로 더 들어온 경우가 가장 후방 지지의 기구학적 mechanism 측면에서 우수

하다고 평가되었다.

 본 논문은 외과적 시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어 transpalatal arch

에 miniscrew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여 유한요소로 분석해 보았다. 

skeletal anchorage system은 교정치료시의 절대적인 고정원을 제공하는 반면

에 외과적인 시술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 miniscrew는  miniplate보다는 시

술이 간단하고 수술 후 합병증이 적게 발생된다고 하나 시술시 술자의 숙련도

에 의존하게 되며 매식조건, 매식방법 등에 따라 향을 많이 받는다. 

miniscrew을 치아와 연결하여 고정원을 보강하거나 TPA와 연결하는 디자인

은 임상적으로 환자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며 앞으로 skeletal anchorage system의 교정적 적용에 관한 연구가 많

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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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론

 건조두개골을 대상으로 상악의 교합면에서 안와하연 부위까지 1mm 간격으

로 컴퓨터 단층촬 을 시행하여 얻은 3차원 상을 가지고 상악의 3 차원 유

한요소모델을 만들었고, 전치부의 후방견인력을 300gm으로 가할 때 

miniscrew를 TPA 의 중간지점 3mm 전방에서 바로 연결된 경우와 6mm 전

방과 후방에서 miniscrew을 설정한 뒤 연결선으로 TPA와 연결하 는 경우로 

나누어 후방 적용점의 위치를 변화하 다.  Miniscrew와 TPA와의 연결점 위

치는 TPA상에서 제1대구치에서 안쪽으로 16mm위치로 정하 고, 견인력의 후

방 적용점의 위치는 TPA상에서 miniscrew와의 연결점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3mm 지점과 연결점으로 정하고 후방견인력을 가했을 경우에 제 1대구치와 

miniscrew, 전치부에 나타나는 변위와 반력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전치부의 후방견인 시에 전치부에서 변위가 크게 나타났으며 응력의 분포  

    는 lever arm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 옆의 측절치와 견치의 브라켓 부착부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전치부위의 후방견인 시에 TPA 중간지점 3mm 전방에서 바로 연결된 경  

    우에서 제 1 대구치의 전방하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3. 견인력의 후방 적용점의 위치에 따른 반력의 분포에서는 연결점의 안쪽에  

   서 견인할 경우에 제 1대구치가 후방으로 하중이 작용하며, 연결점과 같은  

   경우에는 전방으로 견인되는 결과를 얻었다.

 4. Miniscrew가 TPA의 후방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보  

    다 제 1 대구치에 작용하는 상하 방향의 하중이 작다.

 5. Miniscrew가 TPA의 후방에 위치하고, 연결점의 안쪽에서 견인할 경우가  

    제 1 대구치의 하중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miniscrew의 하중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고정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miniscrew을 TPA와 연결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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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위치에서, 연결점의 안쪽에서 후방견인력이 적용된 것이 제 1대구치의 하

중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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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n the reaction of 

miniscrew and transpalatal arch during retraction 

of anterior teeth in lingual orthodontics.  

                 

                        Hyun Sang park D.D.S.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ung Wha Sohn,D.D.S.,M.S.,Ph.D.)

 Premolar extraction is used to treat max protrusion with crowding. The 

space that premolar was extracted should be close and anchorage control is 

very important during the upper anterior teeth retraction. 

 The effect of treatment depends on patients in case of treatment needed 

patient's cooperation, and it's effect can be less or problem can be 

occurred.

 In these days, the skeletal anchorage system has been used to assist 

anchorage control, this is the procedure that miniscrew, miniplate is 

implanted on the place needed anchorage, but this should overcome surgical 

process. 

This study is performed and investigated to reduce surgical process using 

miniscrew assisted transpalatal arch for supporting anchorage. In this 

study, the 3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was fabricated and designed 

to find out the effect of anterior retraction forces on miniscrew and 

transpalatal arch end as well. Two main cases were devided according 

connecting point which is connection of miniscrew and TPA.  Five cases 

were made and retraction forces was 300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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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crew of CASE I was located at the point of 3mm anteriorly from 

the center of TPA , the rest CASES  were located at the point of 6mm 

anteriorly, posteriorly from the center of TPA. The connecting point of 

miniscrew and TPA was located at the point of 16mm inward  from TPA 

end ( contact point to 1st molar) and the application of force is two point, 

one is connecting point and another is the point of 3mm inward from the 

connecting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magnitude on the point of miniscrew, force applic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comparision of the stress and displacement. there was a greater   

   amount of displacement in the anterior 6 teeth than posterior, The       

   greatest changes of stress were found in brace attachment of lateral     

   incisor and canine next to connecting lever arm during anterior teeth    

   retraction.  

2. The first molar in CASE I showed the greatest load anteriorly during    

   the anterior teeth retraction.

3. In the reaction force distribution, the 1st molar showed the load          

   posteriorly when the point of force application was located at the point  

   of 3mm inward from the connecting point, anteriorly when the point of  

   force application was located at the connecting point.

4. The miniscrew located at the point of 6mm posteriorly from TPA        

   showed less load upward than anteriorly

5. When miniscrew was located at the point of 6mm posteriorly and the    

   application of force was located at the point of 3mm inward from the    

   connecting, there was the least load to the 1st molar and the greatest   

   load to miniscrew.

 

 Given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by placing of mini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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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iorly from TPA and by application of force inward from the 

connecting point, it can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load of the 1st molar. 

 

                                                                            

key words : anchorage, reaction force, miniscrew, transpalatal arch,         

                skeletal anchorage system.


	차례
	그림 차례
	표 차례
	국문 요약
	I. 서론
	II.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2.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총괄 및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