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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교정용 심미 코팅 와이어의  

자가 결찰 브라켓에서의 마찰력 비교 

  

  최근 교정 치료에서의 심미적인 요구가 증 되면서 코팅 와이어의 사용이 점

차 늘고 있지만, 코팅 와이어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마찰력 변화에 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적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미성을 증 시키기 위해 교정 치료 

시 주로 사용되는 자가 결찰 브라켓을 이용하여, 코팅 와이어 중 polymer 코팅

과 rhodium 코팅 와이어를 선택하여 코팅되지 않은 기존의 와이어와의 마찰력

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임상적인 효용성에 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0.016 inch 

NiTi, 0.017 x 0.025 inch SS 두 종류의 와이어를 사용하였으며 브라켓과 와이

어 간의 각도는 0°, 5°, 10°로 설정하고 Universal Testing Machine에 0.022 

inch 슬롯의 상악 소구치용 브라켓(Clippy-C®, Tomy, Japan)을 부착 후 각각의 

와이어를 고정, 5 mm/min 속도로 와이어 인장실험을 시행하여 최  정지 마찰

력과 운동 마찰력을 측정,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용 와이어는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보다 코팅 와이어가 같거나 더 

큰 최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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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  정지 마찰력은 0.016 inch NiTi 와이어를 사용하여 브라켓과 와

이어 간 각도 5°인 조건에서와,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를 사

용한 모든 각도에서 rhodium 코팅 와이어가 polymer 코팅보다 더 큰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p <.05).  

3. 운동 마찰력은 0.016 inch NiTi 와이어를 사용하여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일 때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rhodium 코팅 와이어가 

polymer 코팅보다 더 큰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p <.05).   

4. 교정용 와이어와 브라켓 간 각도가 증가할수록 더 큰 마찰력이 나타

났으며, 0.016 inch NiTi 와이어의 경우 0°에서 5°로 변화할 때, 5°에

서 10°로 변화하는 구간보다 2배 이상 큰 최  정지 마찰력, 운동 마

찰력의 증가량을 보였다 (p <.05). 

 심미성 보완을 위해 사용되는 코팅 와이어의 마찰력이 기존 와이어보다 같

거나 큰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가에 해서는 구

강 내와 유사한 조건에서의 추가적인 마찰력 연구가 필요하며, 와이어의 선택

에 있어서는 마찰력 뿐 아니라, 치아 색조와의 조화, 마모 저항성, 변색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코팅 와이어, 최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자가 결찰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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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심미 코팅 와이어의  

자가 결찰 브라켓에서의 마찰력 비교 

 

< 지도 교수 : 유 형 석 > 

연세 학교 학원 치의학과  

 

김 윤 미 

 

I.  서론 

 

최근 교정 치료에서 성인 환자의 증가로 심미적인 요구가 증 되면서 세라

믹 브라켓과 레진 브라켓의 사용이 늘고 있다. 브라켓 뿐 아니라 교정용 와이

어도 심미성 개선을 위하여 치아 색과 유사하게 코팅된 여러 제품들이 소개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세라믹 브라켓 자체의 마찰계수가 

기존의 메탈 브라켓에 비해 크기 때문에, 코팅된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찰력의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정 치료 과정 중에 고정원의 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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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쇄 루프 역학에서는 큰 마찰력이 유리하나, 활주 역학을 이용한 치아 이

동에서는 마찰력을 줄여야 고정원의 상실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아 이동이 가

능하다(Burrow, 2009). 따라서 임상적으로 최적의 치아 이동을 위해서는 마찰

력에 의해 손실되는 힘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Kusy와 Whitley 

(1997)는 교정 치료 중에 가해진 교정력의 12-60 %가 마찰력에 의해 감소된다

고 하였다.  

브라켓과 교정용 와이어에서의 마찰력을 결정짓는 여러 물리적 특성은 와이

어 재질(Kapila 등, 1990; Vaughan 등, 1995), 와이어 단면적의 크기와 모양

(Frank and Nikolai, 1980), 브라켓의 재질(Cacciafesta 등, 2003; Cha 등, 

2007), 브라켓 슬롯의 크기와 각도(Articolo and Kusy, 1999), 브라켓과 와이

어의 결찰 방식(Kahlon 등, 2010; Khambay 등, 2004), 와이어 표면(Kusy 등, 

1988)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레진 또는 세라믹 브라켓의 사용 증가와 함께 코팅 와이어의 사용이 증가하

면서 최근 심미성을 위해 사용 되는 여러 교정 재료들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개발 초기에 소개 되었던 코팅 와이어는 심

미성에서는 우수한 비금속 코팅 재료들을 사용하였으나, 코팅 재료들의 물리

적 성질이 금속에 비해 취약함으로써 임상적으로는 크게 효용성을 얻지 못하

였다. 현재는 이전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더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고, 

개선된 물리적 성질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 역시 진행되고 있다. Neuman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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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은 코팅 와이어의 부식(corrosion), 파절 저항성에 관하여, Elayyan 등 

(2008, 2010)은 세 점 굽힘 시험을 통해 코팅된 와이어의 강성(stiffness), 

표면 거칠기, 외부 힘으로부터 코팅의 저항성 등 기계적 성질에 관하여, 

Bandeira 등 (2011)은 코팅 와이어의 열화학 변성에 관하여 연구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임상에서의 올바른 교정 치료를 위한 물성 평가 중 와이어 코팅에 

따른 마찰력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코팅되지 않은 와

이어와 비교하여 코팅 와이어들은 코팅으로 인해, 브라켓 슬롯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와이어 표면 재질의 변화로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코팅 종류에 따라 와이어의 두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력 

변화가 예상되어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정 치료 시 주로 사용되는 세라믹 브라켓 중 자가 결찰 

브라켓(Clippy-C®, Tomy, Japan)을 사용, polymer 코팅 와이어와 rhodium 코

팅 와이어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존의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와 비교하기 위해 

원형과 각형 와이어를 이용, 브라켓과 와이어가 다양한 각을 이루는 상황에서 

마찰력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임상적인 효용성에 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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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Active type의 자가 결찰 세라믹 브라켓(Clippy-C®, Tomy, Japan) 중 

0.022 inch slot, -7°의 torque와 0°의 angulation이 부여되어 있는 상악 소

구치용 브라켓을 사용하였다.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Orthoforce®, G&H, USA)

를 조군으로 설정하고, 코팅 와이어 중 polymer 코팅 와이어(Dany silver 

coating wire, Dany Harvest, Korea)는 P 그룹, rhodium 코팅 와이어

(Sentalloy® and White wire, Tomy, Japan)는 R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1). 사용한 와이어 크기와 종류는 각각 0.016 inch NiTi 원형 와이어와, 

0.017 x 0.025 inch SS 각형 와이어로 브라켓과 와이어 간의 각도는 0°, 5°, 

10° 세 가지로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Table 1). 

P 그룹의 경우, arch form에서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가 rhodium 코팅된 R 

그룹과 달리 실제 polymer 코팅은 전치부에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전치부 

심미성을 증 시킴과 동시에 구치부의 와이어 두께 및 마찰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코팅 여부에 따른 마찰력 비교 실험의 용이성을 위

해 구치부까지 전체적으로 polymer 코팅된 와이어를 실험을 위해 따로 주문,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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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thodontic materials used in the study. 

 

Material Product Manufacturer 

Orthodontic wires   

0.016 inch  NiTi wires   

Uncoated wire (control) Orthoforce® G&H, USA 

Polymer coated wire (P group) 
Dany silver 

coating wire 
Dany Harvest, Korea

Rhodium coated wire (R group) Sentalloy® Tomy, Japan 

0.017 x 0.025 inch SS wires   

Uncoated wire (control) Orthoforce® G&H, USA 

Polymer coated wire (P group) 
Dany silver 

coating wire 
Dany Harvest, Korea

Rhodium coated wire (R group) White wire Tomy, Japan 

Orthodontic brackets Clippy-C® Tom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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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 Types of wires (0.016 inch NiTi and 0.017 x 0.025 inch SS) and 

tested bracket.  

A. Uncoated wire (G&H, USA).  

B. Dany silver coating wire (Dany Harvest, Korea). 

C. Sentalloy® and White wire (Tomy, Japan). 

D. Maxillary premolar Clippy-C® bracket (Tom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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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시편 고정  

 

각각의 브라켓은 맞춤 제작된 내측 알루미늄 블록(10 mm x 10 mm x 20 

mm)의 표면에 부착되었다. 블록 표면을 sandblasting 한 후에 Transbond 

(3M Unitek, Monrova, CA, USA)를 이용하여 중앙에 그어져 있는 수직선과 

수평선에 맞게 부착하였다. 외측 알루미늄 블록(30 mm x 30 mm x 20 mm)

의 중앙부분, 사각 틀 공간(10 mm x 10 mm)은 내측 알루미늄 블록과 정확

히 맞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나사를 사용해 고정할 수 있다. 외측 블록의 

가운데 사각 틀 공간은 외측 블록과 이루는 각도가 각각 0°, 5°, 10°로 

제작되어 이 두 블록의 조합으로 브라켓과 와이어가 이루는 각도를 정확

히 재현 해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블록의 조합을 Universial Testing 

Machine (Instron 5942, InstronCopr., Massachusetts, U.S.A)의 테이블

에 맞도록 제작된 큰 이동 블럭 내측에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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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찰력 실험  

 

코팅 와이어들은 아치 형태로 제작된 형태로 판매되므로 상악 아치 

와이어에서 구치부에 해당되는 직선 부분을 후방부에서부터 5 cm 잘라 

실험에 사용하였다. Universal Testing Machine의 상부 Tension load 

cell의 조임 나사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고정 하는데, 약간의 커브가 

마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험의 일관성을 위해 자른 부분

을 상부 Tension load cell에 고정하여 항상 같은 방향을 적용하였으

며, 와이어의 하단 부분에는 역시 조임 나사를 이용하여 150 g의 알루

미늄 추를 고정하였다. 하단 테이블에서 브라켓이 고정된 블록 조합을 

전후, 좌우로 조절하면서 와이어가 브라켓에 최 한 저항 없이 삽입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와이어를 위쪽으로 당기는 인장 실험으로 Load 

cell은 500 N, cross head speed는 5 mm/min로 설정하며 1분간, 총 5 

mm 이동하게 함으로써 와이어의 이동거리에 따른 마찰력을 측정하여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측정, 비교하였다 (Figure 2). 코

팅 와이어 종류에 따른 3가지 그룹에서, 0.016 inch NiTi와 0.017 x 

0.025 inch SS 두 종류에 하여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를 0°, 5°, 

10°의 각도로 설정한 후 각각 5번씩 반복 실험한 결과 총 18개군, 90

번의 마찰력 측정 실험이 이루어졌다. 낮은 마찰력이 예상되는 원형 

와이어 사용 실험에서는 브라켓을 같은 군에 한하여 5번씩 재사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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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각형 와이어 사용 실험에서는 브라켓을 재사용 없이 매번 새로

운 브라켓을 사용하였다. 모든 와이어는 한번씩만 사용 되었으며 실험

은 동일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Figure 2.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5942, InstronCopr., 

Massachusetts, U.S.A). (A) Rotation fixture screw. (B) Inner 

Aluminum block. (C) Outer aluminum block. (D) weight (150 g).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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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지 마찰력은 브라켓의 초기 이동에서의 최고 마찰력으로 정

하며, 운동 마찰력은 편의상 와이어가 1 mm를 움직인 후부터 5 mm를 

움직일 때까지 측정된 마찰력의 평균으로 구하였다 (Figure 3). 

 

 

Figure 3. An example of a representative graph from the 

frictional test.  

 

다. 와이어 표면 관찰  

 

0.016 inch NiTi 와이어와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 두 종류에

서 실험 전과 후의 와이어의 표면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마찰력 실험 

후의 와이어는, 가장 큰 마찰력을 나타낸 브라켓과 와이어 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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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10°인 조건에서 사용되었던 와이어를 이용하였으며 브라켓과 

접촉하며 이동한 와이어 5 mm를 포함한 10 mm를 절단하여 초음파 세척

한 후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Hitachi-800, 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며 각각의 와이어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라. 통계 처리  

 

각각의 시편에서 최  정지 마찰력을 측정하고 운동 마찰력을 계산 

한 후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다. 와이어의 코팅 여부, 와이

어의 크기와 종류, 와이어와 브라켓이 이루는 각도가 마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결과를 일원배치 분산분석(1-way 

ANOVA)을 시행하였고 Tuckey’s 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 %에서 사후 

검정하였다. 또한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 %에서 각 군 별로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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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최  정지 마찰력의 비교  

 

가. 0.016 inch NiTi 와이어 사용시, 코팅 여부에 따른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 별 마찰력의 비교 (Table 2, Figure 4)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일 때는 세 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p >.05).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5°일 때는 조군과 P 그룹에서는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p >.05), 이 두 군에 비해 R 그룹은 유의성 

있게 큰 최  정지 마찰력이 측정되었다 (p <.05).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10°일 때는 P 그룹과 R 그룹에서는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p >.05), 이 두 군에 비해 조군은 유의성 

있게 작은 최  정지 마찰력이 측정되었다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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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s. 

 

 
Bracket /wire angulation (°) 

0 5 10 

0.016 inch 

NiTi 

Control   6.33±0.95  44.46±3.61  57.19±7.58 

P group   9.00±1.76  50.42±5.30  81.37±8.45 

R group  7.31±2.09  65.15±5.07  71.23±5.60 

Tuckey’s test Control=R=P Control=P<R Control<R=P 

0.017 x 0.025 

inch SS 

Control  53.58±8.73 102.56±16.58 250.33±32.97

P group  65.05±8.43 134.66±10.48 227.44±12.43

R group 87.39±4.76 197.15±18.92 332.36±34.45

Tuckey’s test Control=P<R Control<P<R P=control<R 

Control = uncoated wires, P group = polymer coated wires, R group = 

rhodium coated wires. 

0

20

40

60

80

100

0 5 10

M
a
xi
mu
m 

st
a
ti
c 

fr
ic
ti

o
n 

f
o
rc
e 
 (

gf
)

B racket/wire angulation (°)

Control

P group

R group

 

Figure 4. Comparison of the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s between the 

bracket/wire angulations with 0.016 inch NiTi wires.  

Control = uncoated wires, P group = polymer coated wires, R group = 

rhodium coated wires. 

 ( Unit : g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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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 사용시, 코팅 여부에 따른 브라켓과 와

이어 간 각도 별 마찰력의 비교 (Table 2, Figure 5)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일 때는 조군과 P 그룹에서는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p >.05), R 그룹은 유의성 있게 큰 최  정

지 마찰력이 측정되었다 (p <.05).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5°일 때 세 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차

이가 있었으며, 조군, P 그룹, R 그룹 순으로 최  정지 마찰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p <.05).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10°일 때 조군과 P 그룹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p >.05), 이 두 군에 비해 R 그룹은 유의성 있

게 큰 최  정지 마찰력이 측정되었다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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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the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s between the 

bracket/wire angulations with 0.017 x 0.025 inch SS wires.  

Control = uncoated wires, P group = polymer coated wires, R group = 

rhodium coated  wires.  

 

 

다. 와이어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마찰력의 비교  

 

최  정지 마찰력은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 와이어 코팅 종류에 

관계 없이 0.016 inch NiTi 와이어보다 0.017 x 0.025 inch SS 와이

어를 사용했을 때 유의성 있게 더 큰 것이 관찰되었다 (p <.05).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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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마찰력의 비교  

 

가. 0.016 inch NiTi 와이어 사용시, 코팅 여부에 따른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 별 마찰력의 비교 (Table 3, Figure 6)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일 때는 세 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p >.05).  

0.016 NiTi 와이어를 이용한 실험에서,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5°, 10°일 때는 조군과 P 그룹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p >.05), 이 두 군에 비해 R 그룹은 유의성 있게 큰 운동 마찰력이 

측정되었다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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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kinetic frictional forces.  

 

 Bracket /wire angulation (°) 

 0 5 10 

0.016 inch 

NiTi 

Control 4.37±0.76  30.40±3.71  54.78±8.15 

P group 4.46±1.03  24.19±3.32  45.13±5.12 

R group 3.43±1.38  44.88±5.46  67.61±6.08 

Tuckey’s test R=Control=P P=control<R  P=control<R 

0.017 x 0.025 

inch SS 

Control 35.15±6.39  94.10±14.56 241.27±24.18

P group 49.97±2.65 99.47±8.75 243.71±14.20

R group 62.18±3.18 138.25±16.84 337.65±32.27

Tuckey’s test Control<P<R Control=P<R  Control=P<R 

Control = uncoated wires, P group = polymer coated wires, R group = 

rhodium coated 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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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the kinetic frictional forces between the 

bracket/wire angulations with 0.016 inch NiTi wires. 

Control = uncoated wires, P group = polymer coated wires, R group = 

rhodium coated wires. 

( Unit : g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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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 사용시, 코팅 여부에 따른 브라켓과 와

이어 간 각도 별 마찰력의 비교 (Table 3, Figure 7)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일 때는 세 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조군, P 그룹, R 그룹 순으로 운동 마찰력이 커졌

다 (p <.05).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5°, 10°일 때는 조군과 P 그룹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p >.05), 이 두 군에 비해 R 그룹은 유

의성 있게 큰 운동 마찰력이 측정되었다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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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the kinetic frictional forces between the 

bracket/wire angulations with 0.017 x 0.025 inch SS wires.  

Control = uncoated wires, P group = polymer coated wires, R group = 

rhodium coated 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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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와이어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마찰력의 비교 

 

운동 마찰력은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 와이어 코팅 종류에 관계 없이 

0.016 inch NiTi 와이어보다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를 사용했을 때 

유의성 있게 더 큰 운동마찰력이 관찰되었다 (p <.05). (Table 3). 

 

3.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의 유의성 비교 (Table 4) 

  

 t-test를 이용하여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비교한 결과, 브라켓

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에서는 모두 유의성 있게 최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

찰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p <.05).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 5°에서는 0.017 x 0.025 inch SS 를 사용한 조

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p >.05) 나머지 군에서는 유

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p <.05).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 10°에서는 0.016 inch NiTi를 사용한 P 그룹에서

만 최  정지마찰력이 운동 마찰력 보다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났으며 (p 

<.05) 나머지 군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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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s and the 

kinetic frictional forces by a t-test (p <.05). 

 

 
Bracket /wire angulation (°) 

0 5 10 

0.016 inch NiTi 

Control S > K  S > K  S = K 

P group  S > K  S > K   S > K 

R group S > K  S > K  S = K 

0.017 x 0.025 

inch SS 

Control S > K S = K S = K 

P group  S > K S > K S = K 

R group S > K S > K S = K 

Control = uncoated wires, P group = polymer coated wires, R group = 

rhodium coated wires 

S,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 K, kinetic frictional force



21 

4. 와이어 표면 관찰 

 

마찰력 실험 전 후의 표면 비교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하기 전 와이어와 실

험에 사용한 후의 와이어의 표면을 SEM 촬영 하였다. 마찰력 실험에 사용된 

와이어는 비교적 스크래치가 많은 부분을 관찰하였다. 실험 전, 사용되지 않

은 와이어를 살펴보면 조군의 경우 스크래치가 발견되나 비교적 매끈한 느

낌을 주며 polymer 코팅 된 P 그룹의 경우 동글동글한 물질의 접착으로 코팅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rhodium 코팅의 경우 조군과 같은 스크래치는 

발견되지 않으나 표면의 울퉁불퉁한 돌기를 관찰 할 수 있다. 마찰력 실험 후 

0.016 inch NiTi 와이어의 표면을 보면 조군은 스크래치가 더 깊은 함몰 형

태로 관찰되며, P 그룹의 경우 코팅의 깨짐이 보이고 R 그룹의 경우 큰 변화

가 없었다 (Figure 8). 그러나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의 표면은 0.016 

inch NiTi 와이어에 비해 비교적 큰 마찰력으로 인하여 더 뚜렷한 표면 손상

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조군의 경우 역시 표면의 함몰 형태로 관찰되며 P 

그룹은 코팅의 심각한 손상을 볼 수 있고 R 그룹의 경우 표면에 튀어나와 있

는 돌기가 눌리는 표면 손상이 관찰되었다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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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B-1.   B-2.  

 

C-1.   C-2.  

Figure 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0.016 inch NiTi wires at 1000

× magnification. (A) uncoated wire; (B) polymer coated wire; (C) 

rhodium coated wire. (1, new wires before testing; 2, wires after 

testing; Arrows, area of the surfac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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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B-1.    B-2.  

 

C-1.    C-2.  

Figure 9.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0.017 x 0.025 inch SS wires 

at 1000× magnification. (A) uncoated wire; (B) polymer coated wire; (C) 

rhodium coated wire. (1, new wires before testing; 2, wires after 

testing; Arrows, area of the surfac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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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교정 치료 시 고려해야 하는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와이어의 재질

과 크기, 브라켓 종류, 결찰 방식, 구강 내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와이어의 코팅 여부 및 종류에 따른 마찰력 비교를 위해 심미성을 

증  시킬 목적으로 교정 치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라믹 브라켓 중 자가 결

찰 방식인 브라켓 한 종류만을 사용하여, 브라켓 종류와 결찰 방식에 따른 마

찰력의 변화를 통제하였다. 심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코팅 중에서 

polymer 코팅, rhodium 코팅 와이어를 사용 했을 때 발생하는 마찰력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조군으로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를 사용하였다.  

마찰력이란 물체가 다른 물체에 접촉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혹은 운동 

할 때 접촉면에 생기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움직이기 직전까지의 정지 

마찰력과 움직이기 시작한 후의 운동 마찰력 두 가지가 있다. 임상적인 교정

적 치아 이동에서 어느 마찰력이 더 의미 있는 가에 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Drescher 등 (1989)에 의하면 교정적 치아 이동에서와 같이 낮은 

crosshead 속도에서는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구

분이 어렵다 하였고, Frank와 Nikolai (1980)는 운동 마찰력이 구강 내와 같

이 재현되기 어려움을 근거로 최  정지 마찰력만 측정하기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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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row (2009)는 교정 치료 시 치아의 움직임은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운동 마

찰력보다는 정지 마찰력에 관한 연구가 더 적절하다 하였다. 반면에 Kusy와 

Whitley (1990)는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 모두를 측정하였으며 Tselepis 

등 (1994)은 일반적인 물체의 움직임과는 달리 치아의 이동은 간헐적으로 나

타나며, 와이어를 따라 활주(sliding)와 바인딩(binding)을 반복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운동의 양상을 나타내므로, 최  정지 마찰력 이후의 운동 마찰력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모두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교정 치료 시 나타나는 치아 이동은 치아가 와이어를 따

라 이동하면서 경사(tipping)이동과 직립(uprighting)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간헐적인 치아이동이 나타나게 되므로(Tselepis 등, 1994) 두 마찰력 모두 의

미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최  정지 마찰력

과 운동 마찰력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도 존재하였으나,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운동 마

찰력보다 최  정지 마찰력이 크게 나타났다. 와이어 코팅 종류 별,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 별, 와이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총 18개의 실험 군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이중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군은 6개로, 이 중 5개의 군이 브라켓과 와이어 간 10°로 설정

하였을 때이며 나머지 한 개의 군은 0.017 x 0.025 inch SS 의 조군 와이어

를 사용하여 브라켓 와이어 간 각도를 5°로 설정하였을 때로, 최  정지 마찰

력과 운동 마찰력이 유의성 있게 나온 군들에 비해 큰 마찰력이 측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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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였다 (Table 4). 이런 결과를 나타낸 이유는, 와이어가 브라켓과 이루는 

각도가 클수록 브라켓의 기저면(slot)에만 접촉 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켓 슬

롯의 양측 수직면에도 접촉을 하게 되면서 여러 부위에서 수직 항력이 발생하

기 때문이며 또한 와이어의 이동 과정, 즉 운동 마찰력이 측정되는 시점에서 

브라켓과 와이어 사이에 바인딩이 나타나 추가적인 마찰력이 발생했기 때문이

다(Lee and Lee, 2001).  

본 연구의 결과 와이어의 코팅 종류에 따라 다른 마찰력을 나타냈다. 코팅 

와이어가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마찰력을 나타내었

으며, 코팅 종류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R 그룹이 가장 큰 마찰력

을 나타냈고 조군이 가장 작은 마찰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코팅된 재료에 따

라 표면 재질의 거칠기(roughness)에 영향을 받아 마찰력이 다르게 나타난 결

과이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P 그룹의 경우 NiTi 와이어 위에 백색을 내기 위

한 은(Ag)이 코팅 되고, 그 위에 패럴린(Parylene)막 코팅을 한 제품이다. 패

럴린 코팅은 교정용 와이어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여러 산업에서 코팅 재료로 

사용되어 왔는데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그 성질이 매우 견고하며 방수성, 내약

품성이 우수하여 쉽게 착색, 변색되지 않고 코팅 시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빛의 투과성이 뛰어나 심미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무독

성으로 안전함이 증명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패럴린막 코팅으로 인해 형성된 

매끄러운 표면 막이 표면 거칠기를 낮출 수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 P 그룹이 R 

그룹에 비해 낮은 마찰력을 나타낸 이유라 생각된다. Rhodium 코팅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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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으로 금속 중에서는 비교적 뛰어난 심미성을 보이며, 귀금속이므로 화학

적으로 안정적이고 내마모성 또한 우수하여 교정용 와이어의 코팅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 표면 거칠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이번 

실험에서 코팅에 따라 다른 마찰력이 나타난 것은 polymer와 rhodium의 고유 

물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팅한 재료의 

거칠기는 그 재료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기도 함과 동시에 연마, 열처리와 같은 

과정 혹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부식, 크리프/응력완화(creep/relaxation) 등의 

저항성의 변화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Frank and 

Nikolai, 1980).  

  기존 일정 와이어 두께에 심미성이 우수한 재료를 코팅함으로써 코팅되는 

재료의 두께로 인한 와이어의 두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실험에 사용된 P 

그룹과 R 그룹 모두 0.016 inch NiTi, 0.017 x 0.025 inch SS로 제작되어 나

온 기존의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에 추가로 코팅을 입히는 방식으로 미세하더

라도 그 두께가 증가된다. Iijima 등 (2012)에 따르면 R 그룹 와이어의 코팅 

두께가 10 μm정도로, 기계적인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실험에 사용된 와이어를 0.01 mm까지 측정 가능한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 결과 polymer로 코팅된 와이어가 다른 두 가지 와이어보다 

더 두꺼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0.016 inch NiTi의 경우 polymer 코팅 와이어

의 두께는 0.41 mm, 조군인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와 rhodium 코팅 와이어의 

두께는 0.37 mm였으며,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의 경우 polymer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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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의 두께는 0.42 mm x 0.62 mm 였으나 나머지 두 와이어의 두께는 0.40 

mm x 0.61 mm였다. 같은 사이즈의 와이어라 할지라도 코팅에 따라 다른 두께

를 나타낸다면 브라켓과 와이어 간의 바인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 두께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마

찰력 차이를 발생시킬 것인가에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Jang 등 (2011)은 0.016 inch NiTi, 0.016 x 0.022 inch NiTi 와이어에서 

rhodium 코팅 와이어(Hubit, Uiwang, Gyeonggi, Korea)와 코팅되지 않은 조

군 와이어(Tomy, Futaba, Fukushima, Japan)를,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 0°, 

3°, 6°, 9° 네 가지로 설정하여 마찰력을 측정 비교 하였다. 자가 결찰 브라

켓을 사용한 군에서의 결과만 살펴보면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일 때는 

조군과 코팅 와이어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3°일 때는 0.016 inch NiTi 와이어에 비해 마찰력이 큰 

0.016 x 0.022 inch NiTi 와이어에서만 유의성 있게 코팅 와이어가 조군 보

다 큰 마찰력이 나타났고,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6°, 9°일 때는 두 종류 

와이어 모두 코팅 와이어가 조군보다 더 큰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마

찰력이 작은 0°에서는 마찰력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브라켓과 와이

어 간 각도가 증가하면서 결속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코팅 와이어에서 신장되

는 측의 표면 코팅 성분이 와이어와 분리, 약화되면서 마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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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과 와이어 간의 각도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

는데 이는 치아 이동 시 브라켓과 와이어가 평행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약간의 

각을 이루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Kusy와 Whitley (1999)의 연구에서

는 교정용 와이어가 활주 할 때,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로 와

이어가 브라켓과 접촉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브라

켓의 슬롯 코너에 교정용 와이어가 닿게 되는 변연 접촉(binding), 와이어의 

영구적인 변형인 noching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0.022 inch 슬롯에서, 

0.016 inch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브라켓과 와이어가 바인딩 되면서 급격하게 

마찰력이 증가하는 임계경사도로 3.7°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계경사도 

전후의 비교를 포함하기 위해 브라켓과 와이어 간의 각도를 각각 0°, 5°, 10°

로 변화시켜 마찰력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브라켓과 와이어의 각도 변화에 따

른 마찰력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최  정지 마찰

력, 운동 마찰력 모두 0°< 5°< 10°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브라켓 바닥면과 와이어가 이루는 각도가 평행하게 될 때에는 

주로 바닥면과 와이어 사이의 마찰력만이 작용하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wire의 2nd order angulation이 증가하게 되면 브라켓 슬롯 바닥면의 양쪽 수직

면에서 마찰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서 수직력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수

직력에 의해 마찰 저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 증가 폭을 보면 0.016 

inch NiTi 와이어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0°에서 5°로 증가할 때 최  정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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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운동 마찰력 모두에서 5-12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5°에서 10°로 

증가할 때는 두 마찰력 모두 2배 미만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0.022 inch 슬롯

에서, 0.016 inch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브라켓과 와이어가 바인딩 되면서 급

격하게 마찰력이 증가하는 임계경사도가 3.7°임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Kusy and Whitley, 1999). 0.017 x 0.025 inch SS 의 경우 0.016 

inch NiTi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더 큰 마찰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각도 별 

마찰력 증가량을 보면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모두 0.016 inch NiTi

에 비해 마찰력 증가량이 적다.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일 때는 일반적

으로 브라켓 슬롯의 기저면과 접촉이 많은 각형 와이어가 원형 와이어보다 큰 

마찰력을 내게 되나 브라켓과 와이어 간에 큰 각도가 부여된 상황, 즉 치아에 

tippping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각형 와이어가 원형 와이어보다 더 큰 강성

(stiffness)을 갖게 되어 원형 와이어의 마찰력이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Frank and Nikolai, 1980). 이는 와이어가 브라켓에 바인딩 될 때 선 접촉

(line contact)이 일어나는 각형 와이어와 달리 점 접촉(point contact)이 일

어나는 원형 와이어는 좁은 부위에 힘이 집중되어 전달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ednar 등 (1991)은 브라켓과 와이어 간에 큰 

각도가 부여된 상황에서는 단면적이 작고 유연성이 큰 선재가 단면적이 크고 

유연성이 낮은 교정용 선재보다 바인딩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마찰저항력이 크

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Articolo와 Kusy (1999)는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커질 수록 마찰력은 마찰 계수보다 바인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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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 inch NiTi를 사용,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10° 일 때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의 그룹 간 비교는 다른 순서를 나타냈다. 최  정지 마

찰력은 Control < R group = P group의 순서였으며 운동 마찰력은 P group = 

control < R group의 순서로 나타나, 최  정지 마찰력에서 P group이 R 

group과 유의성 있는 차이는 아닐지라도 세 그룹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커질수록 마찰력은 바인딩

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P group과 R group이 같은 0.016 inch NiTi라 할지라

도 브라켓과 와이어 간 큰 각도가 부여된 상황에서는 와이어가 구부러 질 때 

코팅 종류에 따라 와이어의 탄성을 변화시켜 와이어 이동 직전에 바인딩이 달

라짐으로써 최  정지 마찰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는 0.016 

inch NiTi 와이어에 비해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에서는 굵고 탄성이 

작기 때문에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10°로, 바인딩이 나타날 수 있는 큰 

각도가 부여된 상황 일 때라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

된다.  

SEM을 이용한 표면 관찰에서는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와 코팅 와이어의 서로 

다른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 표면의 거칠기는 마찰력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

하며, 실제로 이번 실험에서 가장 큰 마찰력을 기록한 R 그룹의 경우 조군, 

P 그룹과 비교하여 많은 돌기가 관찰되어 거친 표면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전 와이어의 거칠기 뿐만 아니라 마찰력 실험 도중 코팅 손상이 일어나는 양

상이나 정도의 차이 역시 마찰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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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운 표면이라 할지라도 실험하는 동안 표면의 깨짐이나 벗겨짐 등에 의

해 손상된 코팅 물질이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교정 

환자의 구강 내에서는 칫솔질이나 음식물에 의해 코팅 손상이 보다 쉽게 일어

날 수 있으므로(Elayyan 등, 2008) 이로 인한 코팅 와이어의 마찰력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도 교정 치료 과정 중 장치의 심미성을 얻기 위해, 여러 코팅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번 실험 에서는 코팅 와이어의 경우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

와 같거나, 더 큰 마찰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실제 구강 내에는 저작운동, 

연하운동, 발성 등과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하여 구강 내 여러 조직들이 움직이

고 접촉함에 따라 실험실에서의 조건과 매우 다른 상황에서 브라켓과 와이어 

간의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므로(Braun 등, 1999)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마찰

력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지에 해서는 

구강 내와 유사한 조건에서의 추가적인 마찰력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심미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코팅 와이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마찰력 뿐 아

니라 구강 내 치아 색조와의 조화, 마모 저항성, 변색 등 많은 요소들에 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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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자가 결찰 브라켓에서 코팅된 교정용 와이어의 마찰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 polymer 코팅 와이어, rhodium 코팅 와이어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0.016 inch NiTi, 0.017 x 0.025 inch SS 두 종류의 와이어를 사

용하였으며 브라켓과 와이어 간의 각도는 0°, 5°, 10°로 설정하고 Universal 

Testing Machine에서 인장실험을 시행하여 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측정, 비교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용 와이어는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보다 코팅 와이어가 같거나 더 

큰 최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p <.05). 

2. 최  정지 마찰력은 0.016 inch NiTi 와이어를 사용하여 브라켓과 와

이어 간 각도 5°인 조건에서와, 0.017 x 0.025 inch SS 와이어를 사

용한 모든 각도에서 rhodium 코팅 와이어가 polymer 코팅보다 더 큰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p <.05).  

3. 운동 마찰력은 0.016 inch NiTi 와이어를 사용하여 브라켓과 와이어 

간 각도가 0°일 때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rhodium 코팅 와이어가 

polymer 코팅보다 더 큰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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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정용 와이어와 브라켓 간 각도가 증가할수록 더 큰 마찰력이 나타

났으며, 0.016 inch NiTi 와이어의 경우 0°에서 5°로 변화할 때, 5°에

서 10°로 변화하는 구간보다 2배 이상 큰 최  정지 마찰력, 운동 마

찰력의 증가량을 보였다 (p <.05). 

 심미성 보완을 위해 사용되는 코팅 와이어의 마찰력이 기존 와이어보다 같

거나 큰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가에 해서는 구

강 내와 유사한 조건에서의 추가적인 마찰력 연구가 필요하며, 와이어의 선택

에 있어서는 마찰력 뿐 아니라, 치아 색조와의 조화, 마모 저항성, 변색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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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frictional forces between esthetic orthodontic  

coated wires and self-ligation brackets. 

 

Yunmi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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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the use of coated wires has increased gradually with 

the increasing esthetic demands of orthodontic patients, but the 

frictional changes caused through the use of coated wires are still not 

well 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linical 

efficacy of polymer and rhodium coated wires comparing uncoated wires by 

measuring the frictional forces using self-ligation brackets. 0.016 inch 

NiTi wires and 0.017 x 0.025 inch SS wires were used and the angulations 

between brackets and wires were set to 0°, 5°, 10°. The upper maxil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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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olar bracket (Clippy-C®, Tomy, Japan) with a 0.022 inch slot and 

each wire were fixed in a Universal Testing Machine, and a tensile test 

was performed with a crosshead speed of 5 mm/min.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s and kinetic frictional forces were recorded and 

compa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s and the kinetic frictional 

forces of coated wires were equal to or higher than the uncoated 

wires (p <.05). 

2. The maximum frictional forces of rhodium coated wires were higher 

than that of polymer coated wires when the angulations between 

brackets and wires were set to 5° in 0.016 inch NiTi wires, and 

all angulations between brackets and wires in 0.017 x 0.025 inch 

SS wires (p <.05). 

3. The kinetic frictional forces of rhodium coated wires were higher 

than that of polymer coated wires except when the angulations 

between brackets and wires were set to 0° in 0.016 inch NiTi 

wires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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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y increasing of the angle between orthodontic brackets and wires, 

the frictional force is greater. In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s and kinetic frictional forces of 0.016 inch NiTi wires, 

the rate of increase was more than two times greater in the range 

from 0° to 5° than in the range from 5° to 10° (p <.05). 

Although the frictional forces of coated wires with regards to 

esthetics were equal to or greater than uncoated wires, study under 

similar conditions in regards to the oral cavity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clinical meaning. Moreover, the color tone in harmony with a 

patient’s teeth, wear resistance, discoloration and other factors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n choosing coated wires as well as the 

frictional forces involved. 

 

 

 

 

 

Key words : Coated wire, Maximum static frictional force,  

Kinetic frictional force, Self-ligation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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