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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프리드릴링 직경과 깊이가 미니플레이트 

고정 미니스크류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효과 

 

목적. 두꺼운 피질골에 미니스크류 식립시 스크류 파절을 줄이

고 과도한 삽입 토크 증가를 막기 위해 식립 전 프리드릴링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미니플레이트 고정용 미니스크류 식립시 프리드릴

링의 직경과 깊이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방법. 인공골 블록에 5가지 직경(1.0, 1.2, 1.4, 1.6, 

1.8mm)과 2가지 깊이(1.5, 3.0mm)로 프리드릴링 하였다. 미니플레

이트 고정용 미니스크류(길이 3.8mm, 지름 2.0mm)를 프리드릴링 홀

에 식립하면서, 최대 식립 토크와 최대 제거 토크, 토크 상실률을 

측정하였다. 

결과. 프리드릴링 깊이 3.0mm로 직경 1.6, 1.8mm군은 대조군

(no-predrilling군)에 비해 최대 삽입 토크가 낮았다. 프리드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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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3.0mm군은 프리드릴링 직경의 증가에 따라 최대 삽입 토크, 

최대 제거 토크가 감소하였다. 프리드릴링 직경 1.0, 1.2mm군은 프

리드릴링 깊이 3.0mm 군이 1.5mm 군에 비해 최대 삽입 토크가 높았

지만, 프리드릴링 직경 1.6, 1.8 mm 군은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

이 3.0mm군 보다 삽입 토크가 높았다. 프리드릴링 직경 1.6mm, 깊

이 3.0mm군은 다른 실험군에 비해 토크 상실률이 감소되었다.  

결론. 두꺼운 피질골에 미니플레이트 고정용 미니스크류 

식립시 미니스크류 외경의 약 80% 굵기로 피질골 전체 깊이를 

프리드릴링(predrilling) 후 미니스크류를 식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핵심되는 말: self-drilling 미니스크류(self-drilling miniscrew), 

프리드릴링(predrilling), 최대 삽입 토크, 토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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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릴링 직경과 깊이가 미니플레이트 

고정 미니스크류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이 정 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 주 란 

 

Ⅰ. 서론 

 

교정용 골격성 고정원으로 사용하는 미니스크류와 미니플레이트

는 원하는 치아를 계획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절대적 고정원

(absolute anchorage)을 제공한다.1, 2 골격성 고정원은 교정 치료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교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미니스크류 디자인, 식립 부위, 식립 방법 등에 따라 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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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류 실패율은 10%에서 30%로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3-5 미니스

크류의 성공을 위해 초기 안정성(primary stability)이 중요한 요

소이며, 이는 미니스크류 식립 직후에 골조직으로부터 얼마나 기계

적 지지를 받느냐와 관련되어 있다.6-8 

하악 구치부에 골격성 고정원을 얻기 위해 미니플레이트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고, 하악 구치부용 미니 플레이트를 고정하기 위한 

미니스크류 식립 부위는 약 3.0mm의 두껍고 단단한 피질골로 이루

어져 있다.9-11 이러한 두꺼운 피질골에 미니스크류를 식립 하는 경

우 미니스크류의 파절을 방지하고 과도한 삽입 토크의 증가를 막기 

위해 미니스크류 식립 전 프리드릴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꺼운 

피질골에서 프리드릴링의 직경과 프리드릴링의 깊이에 따른 초기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미니스크류의 초기 안정성에 관한 다양한 기계적 평가 방법을 사

용해 왔다. 동요도 검사, Pull-out test는 관련 인자에 따라 측정 결

과의 정확성과 반복성이 감소되는 단점이 보고 되었다.12, 13 

Resonance frequency analysis(RFA)와 식립 토크 측정이 신뢰성 높

은 검사로 추천 되었다. 14, 15 그러나 RFA는 보철용 임플란트에 비해 

크기가 작은 교정용 미니스크류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많은 교정용 

미니스크류 연구에서 식립토크와 제거 토크를 이용하여 초기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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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평가 하였다.16-18 torque screwdriver 등을 사용하여 수작업으

로 토크를 측정한 경우 회전속도와 수직력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driving torque tester를 이용하여 회전속도

와 수직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꺼운 피질골에 다양한 직경과 깊이로 프리드

릴링시 발생하는 미니플레이트 고정용 self-drilling 미니스크류의 

식립 토크와 제거 토크를 비교하여 하악 구치부에 미니 플레이트를 

식립시 프리드릴링의 방법에 따른 초기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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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인공골 블록 

 해면골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polyurethane foam 위에 피질

골 물성의 E-glass–filled epoxy sheets(두께 3.0mm)가 부착된 2개

의 층으로 이루어진 인공골 블록(Sawbones, Pacific Research 

Laboratories Inc, Vashon Island, WA, USA)을 사용하였다(표 1, 

그림 1).  

 

2. 프리드릴링 

Bench drilling machine(OS120, Dalsoo, Seoul, Korea)으로 인공

골 블록에 수직이 되도록 프리드릴링 하였다. 직경이 1.0, 1.2, 

1.4, 1.6, 1.8mm의 OSD drill(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을 사용 하여, 각각 1.5, 3.0mm 깊이로 프리드릴링 하였다

(표 2,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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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공골의 물질적 성질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공골 블록  

Alternative test 

medium 

Density, 

g/cc 

Compressive, Mpa 

 

Tensile, Mpa 

    Strength  Modulus Strength   Modulus 

Cortical bone 

Cancellous bone 

1.64 

0.48 

     157     16,700 

      18        445 

 

 93    10,000 

12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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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리드릴링 지름과 깊이 

Predrilling 

diameter  

Predrilling 

diameter  

as % of miniscrew 

external diameter 

Predrilling  

depth 

Predrilling  

depth 

as % of cortical 

bone thickness 

1.0mm 50% 1.5mm 50% 

1.2mm 60% 3.0mm 100% 

1.4mm 70% 
  

1.6mm 80% 
  

1.8mm 90% 
  

 
 
 
 
 
 

  

 

그림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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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니스크류 

지름 2.0mm, 길이 3.8mm의 self-drilling 미니플레이트 고정용 

미니스크류 (OSS-T2005S, 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

를 사용하였다(그림3). 프리드릴링 후 미니스크류를 식립한 실험군

과 프리드릴링 없이 미니스크류를 식립한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실

험군은 프리드릴링 방법에 따라 10개의 군으로 나누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그룹 당 각각 5개씩 총 55개의 미니

스크류를 사용하였다.  

 

4. 미니 스크류 삽입 토크와 제거 토크의 측정 

미니스크류를 인공골에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Driving torque 

tester(Biomaterials Korea Inc, Seoul, korea; 그림 4)를 

사용하여 2kg의 수직력을 부여하면서 시계방향으로 분당 5회전의 

속도로 식립하였다. 식립 토크와 제거 토크를 0.1초단위로 

기록하였다.   

Countersink friction을 방지하기 위해 Dial indicator depth를 

사용하여 삽입 깊이를 0.01mm 단위로 측정하여 마지막 나사산이 

끝나기 직전인 3.5mm 깊이까지 미니스크류를 식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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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정용 미니스크류 

 

 

 

 
 

그림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크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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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분석 

SAS 9.2(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하여 모집단에 

관한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 후에, 프리드릴링 지름과 

깊이에 관한 최대 삽입 토크, 최대 제거 토크, 토크 상실률을 이원 

분산 분석(2-way ANOVA)을 하였으며,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사용하여 사후 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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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최대 삽입 토크  

대조군(no-predrilling군)의 평균 최대 삽입 토크는 28.25Ncm 

였다.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에서 1.0, 1.2, 1.4, 1.6, 1.8mm로 

프리드릴링 지름의 변화에 각각 평균 최대 삽입 토크는 35.16, 

33.45, 37.46, 35.46, 30.50Ncm였다. 그리고 프리드릴링 깊이 

3.0mm군에서는 프리드릴링 지름의 변화에 각각 46.02, 45.58, 

33.80, 26.46, 17.93Ncm의 평균 최대 삽입 토크를 보였다(그림 5).  

대조군은 프리드릴링 깊이 1.5mm로 직경 1.0, 1.4, 1.6mm인 

군과 프리드릴링 깊이 3.0mm로 직경 1.0, 1.2mm인 군에 비해 

최대 삽입 토크가 낮았고, 프리드릴링 깊이 3.0mm, 직경 

1.8mm군에 비해서는 최대 삽입 토크가 높았다(p<0.05).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은 직경이 1.4mm에서 1.8mm로 

증가하면서 최대 삽입 토크가 감소되었고, 직경 1.4mm와 직경 

1.8mm군간 비교에서만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프리드릴링 깊이 3.0mm군에서는 직경 1.0mm와 직경 1.2mm군간 

비교를 제외하고, 프리드릴링 직경이 커질수록 유의성 있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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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토크가 줄어 들었다(p<0.05).  

 프리드릴링 깊이 비교시, 1.6mm와 1.8mm의 프리드릴링 

직경에서는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 보다 3.0mm군의 최대 삽입 

토크가 유의성 있게 작았지만, 1.0mm와 1.2mm의 프리드릴링 

직경에서는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 보다 3.0mm군의 최대 삽입 

토크가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5). 

 

최대 제거 토크  

대조군(no-drilling군)의 평균 최대 제거 토크는 12.1Ncm였다.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에서 1.0, 1.2, 1.4, 1.6, 1.8mm로 

프리드릴링 지름의 변화에 각각 23.56, 20.48, 24.67, 20.64, 18.41 

Ncm의 평균 최대 제거 토크를 보였다. 프리드릴링 깊이 3.0mm 

군에서는 프리드릴링 지름의 변화에 각각 36.01, 31.48, 26.78, 

25.60, 17.12 Ncm의 평균 최대 제거 토크를 보였다(그림 6).   

대조군은 프리드릴링 직경 1.8mm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보다 

유의성 있게 최대 제거 토크가 낮았다(p<0.05).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에서 프리드릴링 직경 증가에 따른 최대 제거 토크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프리드릴링 깊이가 3.0mm인 군에서는 

프리드릴링 직경이 커질수록 최대 제거 토크가 줄어드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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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프리드릴링 깊이 비교시, 1.0mm와 1.2mm의 프리드릴링 

직경에서만 유의성 있게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 보다 3.0mm 

군이 최대 제거 토크가 높았다(p<0.05).   

 

토크 상실률 

대조군(No-drilling군)의 평균 토크 상실률은 57.37%였다.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에서는 1.0, 1.2, 1.4, 1.6, 1.8mm로 

프리드릴링 지름의 변화에 각각 33.20, 38.73, 34.11, 41.73, 

42.00%의 평균 토크 상실률을 보였다. 반면, 프리드릴링 깊이 

3.0mm 군에서는 프리드릴링 지름의 변화에 각각 21.68, 31.23, 

20.86, 3.26, 4.82%의 평균 토크 상실률을 보였다(그림 7).      

대조군은 프리드릴링 깊이 1.5mm군에서는 지름이 1.6mm와 

1.8mm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 비해 토크 상실률이 높았고, 

프리드릴링 깊이 3.0mm군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토크 

상실률이 낮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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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프리드릴링 직경과 깊이에 변화에 따른 최대 식립 토크 평

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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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리드릴링 직경과 깊이에 변화 따른 최대 제거 토크 평균

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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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프리드릴링 직경과 깊이에 변화 따른 토크상실률 평균과 

   표준 편차 (토크 상실률 = 
최대 삽입 토크−최대 제거 토크

최대삽입토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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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조군과 프리드릴링 지름 1.5mm군에서 미니스크류 식립 

동안의 삽입 토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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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골격성 고정원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에서 초기 

안정성(primary stability)을 미니스크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하였다. 초기 삽입 토크로 평가되는 초기 안정성은 

골질과 골양, 스크류의 디자인, 식립 방법 등에 영향을 받는다.8, 19 

 하악에서 미니플레이트가 식립되는 하악 제 1, 2 대구치 협측 

치근부는 3.0mm 이상의 단단한 피질골로 이루어져 있다.9-11 두꺼운 

피질골에 미니 스크류 식립시 발생되는 과도한 식립 토크는 주변 

골의 미세 손상과 허혈, 지연된 골 치유 반응와 미니스크류 파절을 

야기 한다.7, 18 따라서 미니스크류 식립 전 피질골에 프리드릴링이 

필요하다.20, 21  

본 실험에서 깊이 3.0mm로 지름을 1.6mm보다 크게 프리드릴링

한 군에서 대조군(no-predrilling군)에 비해 삽입 토크가 감소 되었

다. 지름 1.6mm 보다 작은 직경으로 프리드릴링시에는 대조군에 

비해 최대 삽입 토크가 오히려 증가 하였다. Tachibana 등22의 연구

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는데, self-drilling 미니스크류

(지름 1.6mm , 길이 8.0mm)를 지름 1.0mm보다 작게 프리드릴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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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립한 군에서 no-predrilling군보다 최대 식립 토크가 높았다. 

no-predrilling군은 식립시 피질골 주변 균열(crack)에 의해 식립 

토크가 감소 되었지만, 직경 1.0mm보다 작게 프리드릴링한 홀에서

는 균열(crack)은 적게 발생되고 주변골의 압박이 증가되어 식립 토

크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실험에서 대조군(no-predrilling

군)의 토크 상실률이 가장 높았는데 프리드릴링 홀 식립 전후 토크 

차이가 크다면 주변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인접골에 금

(crack)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전의 미니스크류 프리드

릴링과 식립토크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험한 피질골의 두께가 얇거

나 인체보다 밀도가 낮은 인공골을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

를 보인다.19, 23 

프리드릴링 직경 변화에 따른 미니스크류 안정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프리드릴링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미니스크류 최대 

삽입토크가 감소하는 경향를 나타냈다.8,19 본 실험에서도 

프리드릴링 깊이 3.0mm군에서 프리드릴링 직경의 증가에 따라 최대 

삽입토크와 최대 제거 토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적절한 프리드릴링 직경에 관한 연구에서 pull out strength 

실험에서 holding power의 유의성 있는 감소 없이 미니스크류 

외경의 80%에서 85%까지 프리드릴링 크기를 증가 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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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하였다.24, 25 쥐의 경골에 미니스크류를 식립 후 bone to 

implant contact (BIC)와 periotest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미니스크류 

외경의 64-71%이 프리드릴링 직경으로 적절하다고 평가 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미니스크류 외경의 80%인 지름 1.6mm, 깊이 

3.0mm군에서 토크 상실율을 최소화 하였다. 

self-drilling 미니스크류는 predrilling 없이도 식립이 가능한데, 

이는 나사산이 있는 스크류 끝이 회전축으로 작용하여 코르크스크

류(corkscrew)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27, 28 따라서 일반적으로

self-drilling 미니스크류 식립시 프리드릴링을 미니스크류 식립 

길이만큼 할 필요는 없지만21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두껍고 단단한 

두꺼운 피질골에 길이가 짧은 self-drilling 미니스크류를 식립시 

프리드릴링 깊이를 식립할 피질골의 깊이만큼 증가시킬 필요가 있

었다. 프리드릴링 깊이를 증가시 골의 측방압이 감소하여 미니스크

류 최대 삽입 토크가 감소하게 된다.8, 23 본 연구에서도 지름 

1.4mm 이상의 크기로 프리드릴링 시에는 프리드릴링 깊이 증가에 

따라 미니스크류 삽입 토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니스크류 내경

의 크기보다 작게 프리드릴링시에는 깊이 1.5mm 프리드릴링군보다 

깊이 3.0mm 프리드릴링군의 최대 삽입 토크가 더 높았다. 작고 깊

은 드릴홀 안에서 self-drilling 미니스크류 팁은 골과의 접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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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나사산과 주변골과의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

일 것이다. 대조군과 프리드릴링 직경 1.5mm 군의 최대 삽입 토크 

중첩 그래프(그림 7)에서 삽입 초기에는 프리드릴링 깊이 1.5mm 

군과 3.0mm 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식립 50초 경과 후 프

리드릴링 깊이 1.5mm 군에서 토크 증가률이 감소한 것을 보이는 

반면, 프리드릴링 깊이 3.0mm 군은 지속적으로 토크가 증가하였다. 

이는 프리드릴링 깊이 1.5mm 군에서 식립 깊이가 1.5mm이상 깊어

지면서 미니스크류 팁의 작용에 의해 식립 토크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8).  

본 연구는 건조한 인공골을 사용한 기계적 실험으로 물리적 반응

이나 생물학적 반응이 생체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두꺼운 피질골

에 미니스크류 식립시 다양한 프리드릴링 방법에 따른 생물학적 반

응과 미니스크류 성공률에 관한 임상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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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두꺼운 피질골에서 미니스크류 식립시 프리드릴링(predrililng) 

방법에 따라 최대 식립 토크가 17.93에서 46.02Ncm까지 큰 범위

를 보였다.  

2. 피질골 전체 깊이로 프리드릴링시 프리드릴링 직경이 증가 할수

록 최대 삽입 토크와 최대 제거 토크가 감소되었다. 

3. 미니스크류 내경보다 작은 직경으로 프리드릴링시 프리드릴링 깊

이가 증가 하면 최대 삽입 토크는 증가 하였다  

4. 두꺼운 피질골에 미니플레이트 고정용 미니스크류 식립시 미니

스크류 외경의 80% 굵기와 피질골 전체 깊이로 프리드릴링

(predrilling)하는 것이 토크 상실률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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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orthodontic miniplate fixation miniscrews 

according to predrilling diameter and depth 

 

Chu-Ran Ch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eong-sub Lee) 

 

Objective. To avoid excessive insertion torques and risk of miniscrew 

fractures, predrilling is recommended for implant-site preparation in 

thick cortical bon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redrilling diameter and depth on orthodontic miniplate fixation 

miniscrews.  

Study design. Predrilling by various diameters (1.0, 1.2, 1.4, 1.6, 

1.8mm) and two different depths (1.5, 3.0mm) in artificial bon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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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before miniscrew insertion. Maximum insertion torque and 

maximum removal torque were measured during fifty five miniscrews 

(5 miniscrews for no-predrilling group, 5 miniscrews for each 

experimental groups)  insertion 

Results. In 3.0mm depth predrilling group, maximum insertion torque 

and maximum removal torque significantly decreased as predrilling 

diameters increased. In 1.0mm and 1.2mm diameter predrilling groups, 

maximum insertion torque of 3.0mm depth predrilling group was 

higher than those of 1.5mm depth predrilling group. In 1.6mm and 

1.8mm diameter predrilling groups, maximum insertion torque of 

1.5mm depth predrilling group was higher than those of 3.0mm depth 

predrilling group. 1.6mm diameter 3.0mm depth predrilling group 

showed the smallest torque loss rate among other groups. 

Conclusion. In thick cortical bone, predrilling as 80% width of 

miniscrew external diameter and full depth of cortical bone thickness 

reduces torque loss.  

 

 

Key words: self-drilling miniscrew, predrilling, maximum insertion 

torque, torque lo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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