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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수직적 위치변화에  

따른 설측면의 토오크의 변화  

 

설측교정의 기본이 되는 브라켓 부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설측

면의 수직적 위치변화에 대한 토오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설측면의 경사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연세대

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에 보관중인 정상교합자의 경석고모형중 설면상

태가 양호하고 Ⅰ급 구치 및 견치관계를 가지며 결손치나 보철치료의 경험

이 없고 기형치가 없으며 제1,2소구치와 중절치의 설면 임상치관의 길이가 

각각 4mm, 6mm이상인 치아를 가진 모형(남자 20쌍, 여자 20쌍)을 선택

하였다. 

이 모형을 3차원 레이저 스캐너(The Dental Scanner, Orapix, Dimen-

nex, KCI Co., Seoul, Korea)로 scanning하고 Radiform 2002 

program(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으로 교합평면과 기준면 

그리고 기준점을 설정하고 설측면의 기준점으로부터 임상치관의 장축과 평

행하게 상하 0.5mm 간격의 점(±0.5, ±1.0, ±1.5, ±2.0mm)을 설정하여,그 

점에서의 순설측 치관경사도(토오크)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토오크 변화량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2.상악 중절치,측절치,견치와 하악 중절치,측절치,견치에서는 기준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수록 토오크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절단연

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상하악 제1,2소구치는 기준점보다 교두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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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고,기준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때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4.상악 제1대구치는 기준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수록 토오크값이 감

소했고 교합면쪽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하악 제1대구치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설측교정시 브라켓 부착의 위치는 교합평면과 평행

하고 소구치부의 중점을 지나는 평면에 가까운 위치가 전치부, 구치부의 

토오크변화에 따른 레진베이스의 양을 최소로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3차원 레이저 스캐너,설면 형태, 토오크 

 

 

 

 

 

 

 

 

 

 

 

 

 

 

 

 



 

 １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수직적 위치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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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Angle(1928)의 ‘The latest and best in orthodontic mechanism’의 발표

이후로 교정치료에 있어서 고정식 교정장치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Steiner(1933), Tweed(1941), Holdaway(1952), Jarabak과 Fizzell(1963)

이 edgewise technique을 발전시켰으며 Andrew(1972)는 ‘The six keys 

to normal occlusion’을 발표하고 이어서 straight wire appliance를 개발

하였다.  

한국인에 맞는 preadjusted appliance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정등

(1986), 윤과 손(1986), 이와 이(1986), 이(1991), 박(1991), 이(1998)등

에 의해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치관형태등의 연구와 한국인에 맞는 

straight wire bracket의 형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Fujita(1978)가 설측 브라켓을 소개한 후, Alexander등(1982)은 설측브

라켓 디자인(dimension,torque,angulation,thickness), 아치 와이어 디자인, 

치료 순서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설측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로는 유와 박(1992), 김등(1995)이 설측 치

관형태 및 설측 치열궁형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김등(1995)은 경석고 

모형 30개를 재료로 하여 설측 치관의 형태와 Fujita 설측 브라켓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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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모형에서 설측 치열궁형태를 조사하여 각 치아에 대한 치관의 근원심 

경사도와 설면의 순설측 치관경사도의 평균치를 얻었다. 유와 박(1992)의 

연구에서는 설측면의 수직적 형태(vertical contour)와 순설측 치관경사도

의 측정은 제외되었는데 설측면에서는 변곡점이 많고 형태자체가 복잡하여 

계측기구의 정확한 위치설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직적 브라켓의 위치변화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순측에

서는 국내외의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설측에서의 변화는 설측 치관의 

형태의 다양성과 측정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그 연구가 미흡했다. 지금까지 

설측치면에 대한 연구는 석고모형상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1:1 photo등을 

이용해서 사진상에서 그 각도를 재는 방법등을 이용했다. 

최등(1998)은 설측브라켓 부착시 위치오차에 관한 연구에서 교정환자 

20명의 석고모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초진모형의 각 치면에  긴밀하게 

브라켓을 부착하는 방법, 치아재배열을 시행한 후 치면에 긴밀하게 부착하

는 방법, 그리고 치아재배열을 시행하고 이상호선을 제작한 후 브라켓을 

결찰하여 부착하는 passive bracketing의 3가지 방법으로 부착한 후, 각 

방법으로 부착된 브라켓의 위치오차를 측정,비교하였다. 그 결과 설측교정

의 경우 브라켓 간접부착 술식을 사용하더라도 상당량의 위치오차가 나타

나며 이는 passive bracketing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의 기술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정상교합자의 상,하악 설측면의 수직적 높이 변

화에 따른 토오크량을 측정하여 설면 형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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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본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교정과에 보관중인 연세대

학교 치의예과 및 치과대학생의 alginate 인상재에 의한 경석고 모형 

중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남자 20명, 여자 20명의 모형을 선

정하였다. 설면상태가 양호한 모형중 Ⅰ급 구치, 견치관계를 가지며 

결손치나  보철치료의 경험이 없고 기형치가 없으며 측정을 위해 제

1,2소구치와 중절치의 설면 임상치관의 길이가 각각 4mm, 6mm이상

인 치아를 가진 모형을 선택했다.(table 1) 

 

나. 연구방법 

40쌍의 경석고 모형을 3D Dental scanner(Orapix. Dimennex, KCI 

Co. Seoul, Korea, figure 1,table 2)로 scan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후  

Rapidform 2002 program(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상하악 중절치부터 제1대구치까지 다음을 측정하였다. 

① 교합평면(occlusal plane): 상악은 중절치 절단연과 제1대구치 

설측근심 교두를 연결한 평면으로 설정하고, 하악은 중절치 절

단연과 제1대구치 협측 교두를 연결한 평면을 교합평면으로 하

였다. 

② 기준면(reference plane): 교합평면과 평행하고 제1,2소구치중 

임상치관이 가장 작은 치아의 설면의 중점을 지나는 평면을 설

정하여 이면과 각 치아의 설측면에서 만나는 면중 치아의 근원

심의 중점을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설정하였다.(figure 

2-figure 5) 

③ 설측면의 기준점으로부터 임상치관의 장축과 평행하게 상하 

0.5mm  간격의 점(±0.5, ±1.0, ±1.5, ±2.0mm 총 9 레벨)을 설정

하여 그 점에서의 토오크(순설측 치관경사도)를 측정하였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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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측정은 프로그램상에서 설정한 점의 접선이 교합평면과 이

루는 각을 재어 90° 에서 그 값을 뺀 값을 토오크값으로 정의

하였다. 측정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취하였다. 

 

Table 1.The mean age of sample. 

 Male Female 

Number 20 20 

Mean age 23Y 2M 22Y3M 

 

 

Table 2.The specification of ‘The Dental Scanner(Orapix)’ 

Feature                           specification 

Sensor                       비접촉식 레이저 슬릿방식       

Measuring range                100 x 100 x 50 mm 

Resolution                          0.020mm 

Max.measuring speed               7min(한악당) 

Environmental 

control 

상온, 밀폐된 공간 

              소음, 진동이 적은 곳 

 

 

 

 

 

 

 

 

  

  

 Figure1.The Dental Scanner(Ora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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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The feature of scanned model 

 

 

Referenc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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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The establishment of occlusal plane and reference plane 

 

 

Figure 4.Point application of lingual surface of the each tooth. 

 

 

 

 

 

 

 

 

 

 

 

 

 

Figure 5.The estimation of angulation of each point 

 

Occlusal plane 

Reference plane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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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및 분석 

SAS ver 8.2 를 이용하여 남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고, 설면의 수직적 형태를 보기 위

해 측정한 토오크값들을 기준점에서의 토오크값과 비교하여 유의성있

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치아별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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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남녀 각 20쌍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각 치아마다 수직적 변위에 따른 토오크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했다.(table4, 5, figure 6-10) 

나. 토오크 변화량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3) 

다.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와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서는 기준

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수록 토오크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절단연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 상하악 제1,2소구치는 기준점보다 교두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

이  증가했고, 기준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때는 차이가 거의 없었

다. 

마. 상악 제1대구치는 기준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수록 토오크값이 

감소했고 교합면쪽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하악 제1대구치도 비슷

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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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orque values between male and female 

 Upper  Lower  

 Mean(°)   SD Sig. Mean(°) SD Sig 

Central 

incisor 

Male 

Female

50.34

51.32

7.35 

5.18 

NS 

 

43.43 

43.07 

7.80 

6.62 

NS 

 

Lateral 

incisor 

Male 

Female

43.38

44.13

5.33 

7.80 

NS 

 

39.23 

41.82 

8.29 

7.23 

NS 

 

Canine 
Male 

Female

47.16

50.1 

7.11 

6.38 

NS 

 

35.09 

37.56 

8.80 

7.89 

NS 

 

First 

premolar 

Male 

Female

11.54

11.87

6.42 

4.66 

NS 

 

8.09 

6.28 

9.86 

6.70 

NS 

 

Male 10.58 5.88 NS -0.09 8.50 NS Second 

premolar Female 11.80 5.02  1.77 6.68  

Male 22.58 6.57 NS 2.75 8.80 NS First 

molar Female 23.33 8.46  1.00 7.78  

 

 

Table 4.Torque value at reference points in maxillary teeth 

(unit: degree) 

 N Mean SD Minimum Maximum 

Central incisor 

Laterl incisor 

Canine 

First premolar 

Second premolar

First molar 

40 

40 

40 

40 

40 

40 

50.83 

43.75 

48.63 

11.71 

11.19 

22.95 

6.29 

6.60 

6.83 

5.54 

5.43 

7.49 

32.59 

32.30 

34.04 

-1.92 

-1.42 

9.97 

63.68 

55.74 

59.62 

22.68 

20.45 

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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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Torque value at reference points in mandibular teeth 

         (unit: degree) 

 N Mean SD Minimum Maximum 

Central incisor 

Laterl incisor 

Canine 

First premolar 

Second premolar

First molar 

40 

40 

40 

40 

40 

39 

43.25 

40.52 

36.32 

7.18 

0.84 

1.89 

7.14 

7.78 

8.34 

8.37 

7.61 

8.26 

25.37 

22.48 

20.27 

-7.39 

-12.08 

-18.69 

58.21 

52.79 

49.54 

30.69 

23.89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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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rt illustrates the torque related to change in vertical 

displacement at upper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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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Chart illustrates the torque related to change in vertical   

       displacement at upper premolars, first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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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Chart illustrates the torque related to change in vertical 

displacement at lower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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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art illustrates the torque related to change in vertical 

displacement at lower prem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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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hart illustrates the torque related to change in vertical 

displacement at lower first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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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upper central inciso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65.90 6.34 A 

-1.5 66.28 7.16 A 

-1.0 63.16 7.48 A 

-0.5 57.00 6.33   B 

Reference point 50.83 6.29     C 

0.5 43.76 6.43       D 

1.0 36.04 8.11         E 

1.5 31.70 6.45           F 

2.0 28.47 7.04             G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7.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upper lateral inciso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62.41 9.27 A 

-1.5 57.34 10.03   B 

-1.0 52.24 8.80     C 

-0.5 46.81 7.10       D 

Reference point 43.75 6.60       D 

0.5 40.23 6.60         E 

1.0 36.43 6.77           F 

1.5 30.99 6.82             G 

2.0 27.72 7.23             G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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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upper canine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58.46 8.09 A 

-1.5 57.94 9.03 A 

-1.0 55.48 8.93 AB 

-0.5 52.39 7.79   B 

Reference point 48.63 6.83     C 

0.5 48.84 7.34       D 

1.0 38.62 7.87         E 

1.5 34.93 6.78            F 

2.0 35.08 7.78            F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9.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upper first premola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8.68 5.17 E 

-1.5 8.54 4.24 E 

-1.0 8.99 4.53 E  

-0.5 9.79 5.30 E 

Reference point 11.71 5.54 E 

0.5 15.00 6.03 D 

1.0 19.14 6.88 C 

1.5 25.56 9.35 B 

2.0 33.65 9.14 A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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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upper second premola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6.52 6.13 F 

-1.5 5.82 5.41 F 

-1.0 6.47 5.24 F 

-0.5 8.48 4.99 EF 

Reference point 11.19 5.43 E 

0.5 15.59 5.56 D 

1.0 21.35 6.01 C 

1.5 28.71 6.74 B 

2.0 35.85 12.69 A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11.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upper first mola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5.99 6.86 I 

-1.5 10.20 6.28 H 

-1.0 14.92 7.35 G 

-0.5 19.17 7.47 F 

Reference point 22.95 7.49 E 

0.5 26.77 6.02 D 

1.0 31.73 6.80 C 

1.5 37.60 8.63 B 

2.0 43.49 13.28 A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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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lower central inciso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52.69 7.53 A 

-1.5 53.01 7.37 A 

-1.0 51.47 7.66 A 

-0.5 47.42 7.48 B 

Reference point 43.25 7.14 C 

0.5 38.53 7.59 D 

1.0 33.71 7.63 E 

1.5 30.16 7.68 F 

2.0 27.66 8.60 F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13.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lower lateral inciso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52.28 6.88 A 

-1.5 52.37 6.64 A 

-1.0 50.63 6.79 A 

-0.5 46.22 7.41 B 

Reference point 40.52 7.78 C 

0.5 34.73 7.28 D 

1.0 30.88 7.14 E 

1.5 27.73 7.24 F 

2.0 25.47 6.71 F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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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lower canine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46.99 7.61 A 

-1.5 46.72 7.74 A 

-1.0 44.44 8.31 A 

-0.5 40.42 9.19 B 

Reference point 36.32 8.34 C 

0.5 32.13 8.20 D 

1.0 28.31 7.68 E 

1.5 25.55 7.30 E 

2.0 24.52 9.30 E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15.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lower first premola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1.5 3.59 9.08   DE 

-1.0 2.46 9.07        E 

-0.5 3.88 7.92 DE 

Reference point 7.18 8.37 CDE 

0.5 12.54 8.43   C 

1.0 18.85 8.78 B 

1.5 28.73 11.44 A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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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lower second premola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1.5 -6.38 9.22    E 

-1.0 -7.69 7.94    E 

-0.5 -4.47 7.80    DE 

Reference point 0.84 7.61   D 

0.5 8.10 9.36   C 

1.0 20.42 12.54   B 

1.5 32.20 11.54  A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17. Torque values and Duncan test at lower first molar 

Level Mean(°) SD Duncan grouping+ 

-2.0 -13.82 7.89 F 

-1.5 -12.80 8.61 F 

-1.0 -9.18 8.51 EF 

-0.5 -4.15 8.23 DE 

Reference point 1.89 8.26 D 

0.5 10.13 8.88 C 

1.0 22.70 12.36 AB 

1.5 26.88 16.37 A 

+Means with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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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Comparison of lingual crown torque(unit: degree) 

Tooth Fujita 김등(1995) 저자 

Upper    

Central incisor 52 58 50.83 

Lateral incisor 47 48 43.75 

Canine 45 51 48.63 

First premolar 10 18 11.71 

Second premolar 9 17 11.19 

First molar 17 27 22.95 

Lower    

Central incisor 47 44 43.25 

Lateral incisor 47 40 40.52 

Canine  40 42 36.32 

First premolar 4 6 7.18 

Second premolar -2 -1 0.84 

First molar -4 -1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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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찰 

 

 

 Paige(1982)는 설측 교정장치의 디자인의 고려사항으로 설측면의 형태, 

특히 상하악 전치설측면에서 교합-치은방향으로의 변위에 매우 민감하게 

토오크가 변화한다고 하였다. Diamond(1983)는 설측 교정시 직접부착술을 

하는 경우 치아두께(tooth thikness)와 설면의 경사(slope of lingual 

surface)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런 문제점은 간접부착술(Aguirre, 

1984)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임상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간접부착

술로 설측면 형태의 다양성을 보상하고 있다. 

설측교정에서의 브라켓 부착을 위한 기공과정을 보면 Scholtz와 

Schwarz(1982)가 제안한 TARG(torque angulation reference guide)와 

Kurz와 Desire(1989)의 CLASS(custom lingual arch set-up system)방법

이있다. 브라켓의 상하적 위치는 TARG를 사용하면 좋은 위치에 붙일 수 

있다. 토오크, 상하적 위치, 근원심 경사도의 세가지 문제를 조정하여 모형

의 치아에 브라켓을 부착하는 것으로, advance adhesive라고 하는 재료로 

브라켓의 전후적 위치의 조정을 하게 된다. CLASS를 이용하는 이점으로서

는 각 증례마다 ideal archform과 custom plate가 치료전에 모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들수있다. 브라켓의 수직적 위치는 일반적으로 브라켓을 장착하

기 어려운 치관 길이가 가장 짧은 치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데 절단

에서 2-4mm의 범위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공작업시 브라

켓을 부착시킬때에, 설측면의 경사도가 수직적 변위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브라켓 베이스와 

치아 표면의 사이를 레진 베이스로 보상하는 기공작업시 가급적 레진 베이

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브라켓 탈락을 막고 부착시의 부착 오차를 줄일 수 

있을것이다. 

Fujita(1978)는 제1대구치 설측 근심교두정에서 치은쪽 3mm의 점과 양

중절치 절단연에서 치은쪽으로 4mm의 점을 연결한 평면을 ideal 

mushroom archwire의 장착평면으로 설정하고 이 평면과 surveyo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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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가 평행하게 모형을 거상하고 브라켓위치에서 수직와이어와 계측용 

각선이 이루는 각도를 이미 얻은 두부 방사선 사진의 FH plane과의 각도

로 환산했다. 

Kurz(1982)는 optical comparator를 이용하여 400개의 치아의 시상면

에서의 FA point에 해당되는 설측의 순설측 치관경사도를 계산하였다. 

 유와 박(1992)은 남녀 각각 50개의 경석고 모형에서 교합평면과 기저평

면이 평행하도록 하고 설측의 근원심경사도를 TARG machine(Ormco 

Cor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김등(1995)은 30개의 경석고모형에서 상

악은 양중절치의 절단면에서 5.5mm하방의 점과 제1대구치의 설측근심교

두정에서 2.0mm 하방의 점을 연결한 면을, 하악은 양중절치의 절단면에서 

4.5mm 하방의 점과 제1대구치의 설측 근심교두정에서 2.0mm 하방의 점

을 연결한 면을 기준평면으로 설정하고 Fujita lingual bracket을 위치시킨 

모형을 ideal mushroom archwire 장착평면과 TARG machine의 base가 

평행하게 거상시킨 후 설측 브라켓의 교합측 슬롯에 경사각 계측용 각선을 

삽입하고 각도를 읽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악전치의 치관 길이와 하악 소구치의 치관길이가 각각 

6mm, 4mm 이하인 모형은 제외시켰다. 이는 Alexander등(1982)이 상악 

중절치의 설면의 치관길이가 6mm 이하인 경우 브라켓부착시 충분한 공간

을 제공하지 못하고 치료마무리시 1-2mm의 피개교합을 형성하기가 어렵

다고 하였고, 하악소구치 또한 4mm 이상의 설측 치관길이가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하악 중절치의 절단연과 상하악 제1대구치의 

설측 근심교두정(상악), 협측 근심교두정(하악)을 연결한 평면을 교합평면

이라 설정하였다. 제2대구치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모형중 상당수에서 

치아배열이 좋지않았기 때문이다. 토오크를 측정할 기준평면(reference 

plane)은 상하악 제1,2소구치중 설측 치관길이가 작은 치아의 설측면의 중

점을 선택하고 그 점에서 교합평면과 평행한 가상의 평면이 각 치아의 설

면과 만나는 선중 임상치관의 장축과 만나는 점(이하 기준점, reference 

point)에서의 토오크(순설측치관경사도)를 측정하였다. 

기준점에서부터 치관장축을 따라 절단연(교합면)과 치은쪽으로 각각 0.5, 

1.0, 1.5, 2.0mm 간격(총 9레벨)에서의 토오크를 측정하였다. 상하악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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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치열이 형태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가정아래 좌측 치열에서의 값을 취

하였다. 상악치아는 9레벨 모두에서 모두 측정치를 얻었고, 하악은 제1,2

소구치에서는 ±2.0mm 레벨에서, 하악 제1대구치에서는 2.0mm 레벨에서  

측정된 치아수가 적어서 데이터에서 제외시켰다. 

 남녀에서의 설측면의 토오크 변화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검정하여 보았는데 유의수준 0.05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Fujita(1978)의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Table 3) 

 Fujita와 김등(1995)의 연구에서 측정한 토오크값들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치아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18). 이는 측정시 기준점의 

차이, 측정방법의 차이, 측정 오차등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상악중절치, 측절치, 견치에서의 토오크값들을 보면 기준점보다 절단연쪽

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은 각 레벨에서 유의성있게 감소하였고 치은쪽으

로 내려갈수록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상악 중절치에서는 치은쪽    

–1.0 mm에서 –2.0 mm까지는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Table 6),

상악 견치에서는 치은쪽 –1.0mm에서 –2.0mm까지와 절단연쪽 1.5mm와 

2.0mm에서는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상악중절치의 경우 ±0.5 mm 레벨에서는 토오크변화량이 평균 7° 정도였

다. 그러나 ±1.0mm 레벨에서는 평균 약 14° 정도로 토오크값의 변화량이 

증가했다. 이는 순측에 비해 설측이 토오크 변화량이 큼을 보여준다. 상악 

측절치, 견치도 상악 중절치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0.5mm 레벨에서는 

평균 5°이내의 토오크변화가 있었지만 그 이상의 수직적 변화시에는 평균 

10°~20°정도의 큰 변화량을 보였다.(Figure 6-8) 

 상악 제1,2소구치에서는 기준점보다 교합면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이 

유의성있게 증가하였으나, 치은쪽으로는 감소량이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05,Table 9,10) 상악전치부와 비교하면 상악 소구치들은 

모든 레벨에서 토오크변화량이 적었고 특히 기준점에서 ±1.5mm레벨까지

는 토오크변화량이 평균 10° 내외로 상악 소구치부의 설면경사도(lingual 

slope)는 측정한 부위를 기준으로 거의 일정함을 보여주고있다. 

 상악 제1대구치는 치은쪽으로 내려갈수록 토오크값이 유의성있게 감소했

으며, 교합면쪽으로 올라갈수록 유의성있게 증가했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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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소구치부의 기준점에서 수직적으로 가깝게 브라켓위치를 정한다면 수

직적 위치변화에 따라 추가되는 전치부의 레진 베이스의 양을 최소화할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수 있다. 

하악의 경우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서는 기준점보다 절단연쪽으로 올라

갈수록, 치은쪽으로 내려갈수록 각각 감소, 증가하였다.(p<0.05). 이는 상

악전치부와 그 양상이 유사했으나 토오크의 증가, 감소량이 상악전치부에 

비해 적었다.(Table 12-14) 

하악 제1,2소구치는 교두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이 유의성있게 증가

하였으나, 치은쪽으로의 변위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상악 소구치

부와 비교하면 그 변화량이 하악소구치가 더 크다. 하악소구치의 설측교두

는 상악소구치부에 비해 훨씬 덜 발달되어있는데 아마 이런 해부학적 구조

가 설면경사도에 영향을 주었다.(figure 9) 

하악 제1대구치는 치은쪽으로 변위되었을 때 유의성있는 감소를, 교두쪽

으로는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다.(table 17) 

 위 결과를 보면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

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평면을 기점으로 토오크의 평균값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일어남을 보이고 있다. 

레벨별로 평균 변화량을 보면 ±0.5mm에서 상, 하 모든 치아에서 평균 

10° 미만으로 다른 레벨보다 그 변화량이 적었다.(p<0.05) 

설측교정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순면에서처럼 직접부착술식을 시도하다

가 부착의 어려움, 설면의 형태의 다양성등을 이유로 치료결과가 좋지않게 

되자 간접부착술식이 보편화되어 지금은 대부분 이 술식을 이용하고 있다. 

흔히 설측교정시 브라켓의 부착은 기공과정에서 간접부착술로 설측 치관경 

사도의 차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도록 레진베이스를 이용하여 보상하고 있 

어서 설측 치관경사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실제로  

transfer media로 쓰이는 레진 코어등이 치아에 적합될 때 생길수 있는 오 

차로 인한 토오크의 변화나 레진 베이스가 두꺼워 짐으로 인한 환자의 불 

편감, 탈락율의 증가등에 대해서는 고려가 소홀했다고 생각된다. 

실험결과가 말해주듯 설면의 수직적 변위에 따른 토오크변화량은 순면에  

비해 그 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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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면에서의 토오크변화량을 연구한 Germane(1989)는 1mm가 변화함에 

따라 10°의 토오크 변화를 보고한 바 있고, Meyer와 Nelson(1978)은 

3mm가 변할 때 15°의 토오크 변화가 있다고 했다. Meithke와 Melsen 

(1999)은 하악 제1소구치에서 1mm가 변할 때 4°의 토오크 변화를 보고했

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설면은 토오크 변화량에 대한 범위가 상당

히 큼을 알수있는데, 예를 들어 치은쪽으로 1mm 변위 되었을때의 평균 토

오크값을 보면 상악 중절치는 12.33°, 상악 측절치는 8.49°, 상악 견치는 

6.85°의 토오크 증가가 있었고, 상악 제1소구치는 2.72°, 상악 제2소구치

는 4.72°, 상악 제1대구치는 8.03°의 토오크 감소가 있었다. 하악 중절치

는 8.22°, 하악 측절치는 10.11°, 하악견치는 8.12°의 토오크 증가가 있었

고, 하악 제1소구치는 4.72°, 하악제2소구치는 8.53°, 하악 제1대구치는 

11.07°의 토오크 감소를 보였다. 

이는 직접부착술식을 이용할 경우 브라켓부착 위치에 수직적인 차이가 

조그만 생겨도 술자가 원하는 위치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접부착술식을 하더라도 transfer media의 변형등이 일어나면 구

강내에 부착시 생기는 오차가 매우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설측교정에는 간접부착술식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불규칙한 설면

의 형태로 인해 브라켓베이스와 치면의 적합이 필요하고, 술자가 설측 치

아 형태에 친숙하지 못하여 각도, 브라켓 높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공과정시 브라켓 베이스와 치면과의 틈을 보상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레진 베이스의 양이 적은 것이 브라켓탈락율, 환자

가 느끼는 이물감과 구강위생에도 영향을 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면의 

수직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하였지만 실제 브라켓의 부착시에는 수직적 형태

뿐만 아니라 수평적 형태등이 함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토오크값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평면(소구치 기

준)의 레벨에서 ±0.5 mm이내로 브라켓을 부착하게 되면 전치부, 구치부의 

설측경사에 따른 토오크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첨가되는  레진베이스의 양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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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Suresmile(Orametrix inc., Dallas, TE, 

2000)의 구내스캔방식 이나 Invisalign(Align Technology Inc., Santa 

Clara, CA, 2001)의 소위 “virtual treatment” 등이 상품화되면서 3차원 디

지털 모형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도 응용될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3차원레이저스캐너는 파괴식, 접촉식, 비접촉식등이 있는데  Kuroda 

(1994)등은 비접촉식 레이저 스캔방식을 이용해서 빠른 측정속도와 처리

과정, 높은 정확도등을 얻을 수 있다 했다. Kuroda등(1996)은  석고모형을 

레이저 스캔하고 디지털상에서  set up하는 CAD system을 개발하였다. 

박(2001)은 laser scan으로 제작된 3차원 진단 모형의 계측치오차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석고모형과 디지털 모형의 치아크기 계측치의 편차 절대값 

평균은 0.03-0.16mm의 범위내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1998)등은 

SWA를 위한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치관 형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였고, 장(2000)등은 한국인 치아에 적합한 

preadjusted appliance의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 접촉식 방법을 사용

한 바 있고, 장과 김(2002)은 브라켓의 수직적 위치변동에 따른 순면의 치

관경사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접촉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와 차(2002)

는 비접촉식방법을 이용하여 순협측 치관굴곡도를 연구한 바 있다. 

전통적인 두부방사선사진과 진단모형을 이용한 진단방법은 이제 서서히 

컴퓨터를 이용한 Moire topography, sterophotogrammetry, laser 

scanning technique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되고 있다. 2차원적인 영상

에서 3차원적인 형상으로의 발전과 응용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만약 3차원 레이저스캔을 이용한 방식이 교정영역에서 더 발전된다면 

설측교정시 채득한 인상을 미리 3차원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상 set-up을 

한뒤 설측면의 굴곡도를 읽어내어 가장 이상적인 브라켓 부착위치를 파악

하여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브라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3차

원 CT가 저렴해지고 더 보편화된다면 CT를 통해 치축 각도까지 정보를 

입력하여 치관만이 아니라 치축까지 고려한 진정한 간접부착술식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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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성인 정상교합자 남녀 각 20명의 경석고 모형에서 3차원 레이저 스

캐너를 이용하여 수직적 위치 변화에 따른 설측면의 토오크값을 측정,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토오크 변화량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 

나.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와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서는 기준

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수록 토오크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절단연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상하악 제1,2소구치는 기준점보다 교두쪽으로 올라갈수록 토오크값

이  증가했고, 기준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때는 차이가 거의 없었

다. 

라.상악 제1대구치는 기준점보다 치은쪽으로 내려갈수록 토오크값이 감

소했고 교합면쪽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하악 제1대구치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설측교정시 브라켓 부착의 위치는 교합평면과 평

행하고 소구치부의 중점을 지나는 평면에 가까운 위치가 전치부, 구치부의 

토오크변화에 따른 레진베이스의 양을 최소로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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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oque variation according to the vertical height 

in the lingual surface using three-dimensional laser 

scanner 

 

Joong-Kwon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ung-Hwa Sohn, D.D.S.,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the torque variation 

according to the vertical height in the lingual surface of Korean adult 

with normal occlusion using three-dimensional laser scanner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lingual orthodontics. 

Dental models of 40 patients with normal occlusion(Male :20, 

Female: 20) obtained from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dental models were scanned three-dimensionally by a laser 

scanner(The Dental Scanner,Orapix, Dimennex,KCI Co,, Seoul, Korea). 

Measurements were made on the scanned dental casts with the 

Rapid 2002 program.(INUS Technology Inc.,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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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determing the occlusal plane, reference plane and reference 

point, torque values were obtained according to vertical height in the 

lingual surface(±0.5, ±1.0, ±1.5, ±2.0m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rque 

value between  the male and female groups. 

2. Toque value in the maxillary central incisor,lateral incisor, 

canine and mandibular central incisor, lateral incisor, canine 

have a tendency to increase as the vertical height moved 

gingivally and decreased as it moved incisally from the 

reference point. 

3. Torque value in the upper and lower premolars increased as 

the vertical height moved occlusally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as the vertical height  moved gingivally from the reference 

point. 

4. Torque value in the upper and lower first molar decreased as 

the vertical height moved gingivally, but increased as the 

vertical height moved occlusally. 

 

From the above results, it could be considered that amount of 

resin base according to torque variation can be minimized by 

placing the brackets parallel to the occlusal plane and near the 

plane that passes the premolar midpoint. 

 

 

Key word: Three-dimensional laser scanner, lingual surface, tor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