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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설측 레버암 디자인에 따른 

 전치 분절의 변위 양상 

 

설측 레버암은 설측교정시 전치의 치축 조절을 위한 힘 벡터의 방향과 위치를 

조절하는 유용한 장치이다. 그러나 최근의 3차원 유한요소 연구에 따르면 레버암

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호선의 leverage effect에 의해 원치 않는 견치의 협측 변

위 및 전치의 설측경사가 일어남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암에 

splint wire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악 전치

부 치체이동을 위한 최적의 레버암 디자인을 찾기 위하여 전치부 후방 견인시 설

측 레버암의 splint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호선의 강성과 치근

막의 물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치체이동은 Splint model의 경우 구개경사면의 

미니스크류에서 견인시 레버암 길이가 16.85mm인 경우, 정중구개부의 

미니스크류에서 견인시 레버암 길이가 19.01mm인 경우에 나타났다. 

Non-splint model의 경우 20mm 레버암에서도 미약한 설측 

경사이동을 나타냈다.            

 



 

v 

 

2. Splint model에서 Non-splint model에 비해 견치 및 구치의 협측 

변위량이 1/2-1/4 감소하였다. 

 

3. Splint model의 경우 Non-splint model에 비해 호선의 종류나 미니스

크류의 위치가 치아 변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게 나타났다. 

 

4. 호선의 강성에 따른 차이 비교시 .016x.022 스테인리스 호선

과 .018x.025 스테인리스 호선에 따른 전후방 치아이동 양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018x.025 호선에서 견치 및 구치부의 협측 변위량이 

약 1/3-1/4 감소하였다. 주호선을 강체로 설정한 경우 힘 벡터와 해당 

치아 분절의 저항중심과의 관계에 따라 치아군의 후방이동 및 회전이 

관찰되었다. 

 

5. 상악 전치부의 치근이동을 위해서는 호선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분절호

선상에서 약 20mm의 레버암을 splint하여 적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6. 치근막의 물성치가 초기 치아 변위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강성의 치근막에서 레버암의 길이 변화

에 따라 치아 이동양상이 더 민감하게 변하고 치체이동을 위해 더 긴 

레버암이 필요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vi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레버암의 splinting이 주호선의 변형을 감소시키고, 상악 

전치의 치체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호선의 강성과 치

근막의 물성치에 따른 치아이동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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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측 레버암 디자인에 따른 

 전치 분절의 변위 양상 

 

 

<지도교수 : 이 기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장 지 성 

 

I. 서론 

 

교정 치료에서 전치부 후방 견인시 치료 목표에 맞는 치아이동 양상의 결정과 

그에 부합하는 힘 벡터 및 모멘트의 조절은 필수적이며(Jang 등, 2010), 

설측교정시 순측교정과의 생역학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측교정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전치부의 치축 조절이며(Park 등, 2000), 

이를 위해 호선에 부가적인 토오크 및 보상만곡을 부여하거나, 2개의 호선을 

사용하는 Tandem wire technique의 사용(Hong과 Sohn, 1999), 또는 설측 

레버암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치에 부가적인 토오크를 부여하는 것은 

구치부 고정원 소실의 위험 뿐 아니라 전치부 정출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Mo 등, 2011), 설측교정시 순측교정에 비해 힘의 작용선이 

치아의 저항중심에 가까이 지날 뿐 아니라 이미 설측 경사된 치아에서는 오히려 

설측 치관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어 보상 만곡의 압하력을 통한 치축 

조절이 어렵다(Creekmore, 1989; Liang 등, 2009). 

반면 설측 레버암을 이용할 경우 힘의 벡터를 조절함으로써 상악 전치부의 

저항 중심과의 관계에 따라 치체 이동 뿐 아니라 치근 이동도 도모할 수 

있으며(Hong 등, 2005; Park 등, 2000), 임시 고정원 장치(Temporary 

anchorage device, TAD)와 함께 사용된다면 고정원 소실의 문제도 해결된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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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1). 다만 임시 고정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치료 결과가 결정된 힘체계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고정원의 위치와 힘벡터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Park과 

Lee, 2009), 특히 분절호선 형태의 레버암을 사용하는 경우 일종의 Guide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치부 호선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힘체계의 설정이 

필요하다(Hong 등, 2005; Lee 등, 2011).  

설측 레버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Park 등(Park 등, 2000)은 

전치부 레버암의 길이 조절 및 구치부 횡구개호선 훅의 위치를 달리하여, 상악 

전치부의 치체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Hong 등(Hong 등, 2005)은 레버암의 

길이와 미니스크류의 위치를 조절하여 상악 전치부의 함입성/정출성 치체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Kim 등(Kim 등, 2011)은 후향적 임상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긴 레버암을 사용시 전치의 설측 경사이동 경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한 요소 연구에서는 Kim 등(Kim 등, 2011)과 Lee 등(Lee 등, 2011)이 상

악 전치부의 치체이동을 위해 약 20mm의 설측 레버암을 추천하였고,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절치의 정출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두 유한요소 연구에

서 최근 Jeong 등(Jeong 등, 2009)의 연구에 근거하여 상악 6전치의 저항중심을 

가정해 볼 경우, 레버암의 길이가 15mm 정도일 때 상악 전치부의 치체이동이 나

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mm인 경우에도 미약한 설측 경사 이동 경향이 나타

났다. 이는 레버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레버암의 leverage effect로 인한 주호선

의 변형으로 인해 견치와 구치부 치관의 협측 변위 및 전치부 치관의 설측 이동

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암에 splint wire를 추가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Kim 등, 2011; Lee 등, 2011). 

이에 본 연구는 설측 레버암을 이용하여 상악 전치부의 후방 견인시, 레버암의 

splint 여부에 따른 치아 이동 양상을 비교하고 호선의 강성과 치근막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이동 양상의 변화를 확인하여 상악 전치부의 치체이동을 위한 

최적의 설측 레버암 디자인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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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유한요소 모델의 제작 

 

(1) 치아, 치근막과 치조골 

 

본 연구의 모델은 Nissin사의 치아모형(Nissin Dental Products, Kyoto, 

Japan)을 근거로 제작되었다. 치아는 Andrew prescription에 따라 배열하였고, 

치열궁 형태는 Ormco사의 Broad arch form에 맞게 제작되었다. 치근막의 두께는 

0.25mm로 균일하게 설정하였으며(Coolidge, 1937; Kronfeld, 1931), 치조골 

높이는 cementoenamel junction(CEJ)하방 1mm 높이에 설정하였다. 

 

(2) 브라켓, 주호선, 레버암 및 미니스크류 

 

브라켓은 Ormco사의 제 7세대 .018x.025 설측 브라켓을 사용하였으며, 

주호선은 .016x.022 스테인리스 스틸 호선을 사용하였다. 레버암은 0.7mm 

직경의 스테인리스 스틸 호선을 사용하여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교합평면과 45도 

경사를 갖도록 위치시켰다. 브라켓과 호선 사이에는 마찰 및 유격 없이 

미끄러짐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미니스크류의 전후방 위치는 모두 제 

1대구치와 제 2대구치의 설측 인접면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였고 

수직적 위치는 두 대구치의 치근 이개부 높이에 구개경사면 미니스크류를, 치근단 

높이에 정중구개부 미니스크류를 위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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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chanical property 

 

본 모델의 치아, 치조골, 치근막 및 선재는 등방, 등질의 선형 탄성체로 

가정하였다. 구성 요소의 Young’s modulus와 Poisson’s ratio는 Tanne 등(Tanne 

등, 1987)과 Jeong 등(Jeong 등, 2009), Sung 등(Sung 등, 200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Table 1). 

 

Table 1. Ma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Alveolar bone 2.0E+03 0.30 

Teeth 2.0E+04 0.30 

Stainless steel 2.0E+05 0.30 

Periodontal ligament 5.0E-02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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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조건 및 유한 요소 해석 

 
(1) 실험 조건 (Fig 1) 

 

A. Splint 유무에 따른 차이 

연속호선과 분절호선 상에서 레버암의 길이를 0, 10, 15, 20mm로 변화시키면서 

편측당 200g(McLaughlin과 Bennett, 1991)의 힘으로 후방 견인하였다. Splint 

시행 유무에 따라 Splint model과 Non-splint model로 구분하였으며, 

미니스크류의 위치에 따라 구개경사면과 정중구개부로 구분하였다. 

 

 

 
Fig 1. Occlusal and distal view of experimental conditions. White circle 

represent the position of miniscrews.; a. Non-splint lever arm on the 

continuous arch.; b. Splint lever arm on the continuous arch.; c. Non-splint 

lever arm on the segmented arch.; d. Splint lever arm on the segmented arch.; 

e. Distal view for observation of the vertical position of miniscrews.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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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호선의 강성에 따른 차이 

와이어의 강성이 치아 변위에 미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호선의 

강성을 .016x.022 스테인리스 호선, .018x.025 스테인리스 호선 및 변형되지 

않는 강체의 3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연속호선과 분절호선 상에서 

splint lever arm을 적용하였다 

 

C. 치근막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차이 

치근막의 물성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Xia 등(Xia 등, 2013)의 

연구를 근거로 3가지 Poisson’s ratio(v)와 그에 대응하는 Young’s 

modulus(E)를 적용하여 실험하였으며, 모두 .016x.022 연속호선과 splint lever 

arm을 적용하였다.  

a. PDL 1 (v=0.35, E=0.87 MPa) 

b. PDL 2 (v=0.4, E=0.71 MPa) 

c. PDL 3 (v=0.45, E=0.47 MPa) 

 

 

 

 

 

 

 

 

 

 

 

 

 

 

 



 

7 

(2) 유한요소 해석 

 

유한요소분석을 위해 ANSYS Version 11 (ANSYS, Canonburg, PA, USA)을 

사용하였다. 요소는 사면체(Tetrahedron)의 형태로, 와이어를 포함하여 절점50211개, 

요소는 253515 개로 확인되었다.  

양측 중절치의 절단연을 연결한 후 그 중점을 원점으로 정하였으며, x 축은 

내외측 방향을, y 축은 전후방 방향을, z 축은 상하 방향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또한 각각 우측 협측, 순측, 치근첨 방향을 (+)값으로 정하였다(Fig 2). 모델의 

기저부에 해당하는 구개골은 세 축 방향으로 변위가 없도록 제한하였다. 

각 치아의 변위를 관찰하기 위해 전치의 절단연의 중점과 치근점에 해당하는 

절점의 좌표를 구하였고, 제 2 소구치는 협측 치관첨과 치근첨을, 제 1,2 대구치는 

근심협측 치관첨 및 근심협측 치근첨에 위치한 절점의 좌표를 구하였다.  

 

 

Fig 2. Schematic view of the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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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Splint 유무에 따른 차이 

 

(1) 전후방 이동양상 

 

A. Non-splint model (Fig 3) 

연속호선과 분절호선 모두에서 레버암의 길이가 0, 10mm 인 경우 상악 6 전치 

치관의 설측이동 및 치근첨의 순측이동 양상을 보였다. 레버암의 길이가 15, 

20mm 인 경우 상악 중절치는 치관과 치근이 공히 설측 이동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측절치는 치관의 설측 변위 및 치근첨의 순측 변위를, 견치는 미약한 

치관의 순측 변위 및 치근첨의 설측 변위를 나타냈다.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상악 

6 전치의 설측 경사이동 경향은 감소하였지만 20mm 레버암에서도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치축 경사 변화가 (-)값을 보여 미약한 설측 경사이동을 나타냈다.  

구치부의 경우 연속호선 상에서 제 2 소구치의 근심경사이동, 제 1,2 대구치의 

원심경사이동이 나타났다. 변위량은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으나 그 양은 

전치부에 비해 미미하였다. 

 

B. Splint model (Fig 3) 

연속호선과 분절호선 모두에서 레버암의 길이가 0, 10mm 인 경우 상악 

6 전치의 치관이 설측이동되고 치근첨이 순측이동되는 비조절성 경사이동 양상이 

관찰되었다. 레버암이 15mm 인 경우 상악 6 전치의 치관과 치근이 공히 설측으로 

이동하였으며, 치관의 변위량이 치근첨의 변위량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레버암이 

20mm 인 경우 구개경사면 미니스크류에서 견인시에는 상악 6 전치 치관의 미약한 

순측 변위 및 치근첨의 설측이동이 관찰되었고, 정중구개부 미니스크류에서 

견인시에는 치관과 치근이 공히 설측으로 이동하였으며, 치근의 이동량이 

치관보다 크게 나타났다. 호선의 종류에 따른 전치부 변위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레버암이 길어짐에 따라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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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부의 경우 연속호선 상에서 제 2 소구치의 근심경사이동, 제 1,2 대구치의 

원심경사이동이 나타났고 변위량은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으나, 그 양은 

전치부에 비해 미미하였다. 

 

 

Fig 3. Axis change of Central and lateral incisors. CS condition means 

continuous main arch and splint lever arm. SS condition means segmented 

main arch and splint lever arm. CN condition means continuous main arch and 

non-splint lever arm. SN condition means segmented main arch and non-

splint lever arm.  

 

(2)  측방 이동양상 

 

A. Non-splint model (Fig 4)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는 치관의 내측 변위를 나타냈으며, 견치와 구치는 치관의 

협측 변위가 관찰되었다. 변위량은 레버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하였으며, 

전치 및 견치의 변위량은 분절호선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구개 경사면에서 

견인시 정중구개부 견인에 비해 견치 및 구치부의 협측 변위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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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plint model (Fig 4) 

Non-splint model 과 유사하게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 치관의 내측 변위, 

견치와 구치 치관의 협측 변위가 관찰되었고,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변위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5, 20mm 에서 비교할 경우 Non-splint model 에 비해 

변위량이 약 1/2 - 1/4 적게 나타났다.  

특히 정중구개부 미니스크류에서 견인시에는 레버암의 길이가 15mm 까지 

증가하여도 견치의 협측 변위가 최소화되어 동일 조건의 Non-splint model 보다 

약 1/7 의 협측 치관변위가 나타났으며, 구개경사면 견인시의 splint model 과 

비교해도 1/2 이하의 적은 협측 변위를 보였다.  

분절호선의 경우 연속호선에 비해, 그리고 구개경사면 견인시 정중구개부 

견인시에 비해 견치의 협측 변위량이 크게 나타났다.  

 

 

Fig 4. Lateral displacement of canine, second premolar, first molar and 

second molar. Negative value means buccal displacement. S means splint 

lever arm. N means non-splint lever ar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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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직 이동양상 

A. Non-splint model (Fig 5) 

연속호선과 분절호선 모두에서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 치관이 공히 하방 

변위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하방 변위 경향이 감소하였으며, 

분절호선에서 더 큰 하방 변위를 나타냈다. 견치 치관의 경우 레버암의 길이가 

15mm 이상에서 상방 변위 소견을 나타냈다.  

구치부는 연속호선상에서 제 2 소구치 치관의 상방 변위 및 대구치 치관의 하방 

변위 양상을 보였으며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소구치의 상방 변위가 증가하고 

대구치의 하방 변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B. Splint model (Fig 5) 

레버암의 길이가 10mm 이하인 경우 연속, 분절호선 모두에서 상악 6 전치 

치관의 하방 변위가 관찰되었으며, 15mm 일 때 상악 중절치 치관의 상방 변위 

및 측절치, 견치 치관의 하방 변위가 나타났고, 20mm 에서 상악 6 전치 치관이 

공히 상방 변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분절호선에서 연속호선에 비해 상악 6 전치 

치관의 하방변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속호선에서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제 2 소구치 치관의 상방 변위가 

증가하였으며, 대구치 치관의 하방 변위가 감소하고 제 1 대구치가 상방 변위되는 

소견을 보였다.  

정중구개부 미니스크류에서 견인시 구개경사면 견인에 비해 레버암이 0mm 인 

경우 전치부의 하방 변위가 적게 나타났으며, 10mm 에서는 비슷한 변위량을, 15, 

20mm 에서는 적은 상방 변위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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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tical displacement of central and lateral incisors. Positive value 

means superior displacement of incisal edge. CS condition means continuous 

main arch and splint lever arm. SS condition means segmented main arch and 

splint lever arm. CN condition means continuous main arch and non-splint 

lever arm. SN condition means segmented main arch and non-splint lever 

arm.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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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선의 강성에 따른 차이 (Fig 6, 7, 8) 

 

.016x.022 호선과 .018x.025 호선에서 전후방 치아이동 양상을 비교시 

변위량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치체이동이 나타나는 레버암의 길이도 약 

0.03mm의 차이만을 보였다(Fig 6). 그러나 측방변위 비교시 .018x.025 

호선에서 견치 및 구치의 협측 변위량이 약 1/3~1/4 감소하였다. 

주호선을 강체 연속호선으로 설정한 경우 상악 전체 치열의 저항중심과 힘 

벡터간의 관계에 따라 전체 치열이 후방 이동 및 회전되는 양상을 보였다(Fig 8). 

또한 0mm 레버암을 이용하여 정중구개부 견인시 전체 치열이 공히 함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Fig 8a). 상악 4전치의 치축 변화를 관찰시 레버암의 길이에 상관없이 

치관과 치근이 공히 설측 이동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치체 

이동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으나 치근이동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6 a, b). 

강체 분절호선의 경우 상악 6전치군의 저항중심과 힘벡터의 관계에 따라 6전치 

분절의 회전 및 후방 이동 양상을 나타냈으며, 상악 4전치의 치체이동이 나타나는 

레버암의 길이가 .016x.022 호선에 비해 약 1-1.5mm 짧게 나타나 구개경사면 

견인시 15.73mm의 레버암에서, 정중구개부 견인시 17.71mm의 레버암에서 

치체이동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6c, d). 

또한 각 치아의 회전이 수직 변위 양상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항중심(Tanne 등, 1988)에서 수직 변위를 관찰하였는데, 강체 주호선인 경우 

분절호선에서 0mm 레버암, 구개경사면 견인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에서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 저항중심의 평균 변위가 상방 이동으로 나타났다. 호선의 종류 및 

견인 조건에 상관없이 레버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악 전치부의 상방 변위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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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xis change of 4 maxillary anterior teeth according to the change of 

wire stiffness. ; a.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on the continuous 

main archwire.; b. Traction with a midplatal miniscrew on the continuous 

main archwire.; c.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on the segmented 

main archwire.; d. Traction with a midpalatal miniscrew on the segmented 

main archwire.  

 

 

Fig 7. Mean vertical displacement of 4 maxillary anterior teeth at the position 

of CR. Main archwire was assumed to be rigid body. Traction with splint lever 

arm on the continous main archwire. 

a b 

d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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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our plot of vertical displacement on the rigid continuous archwire. 

Total arch rotation was observed,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 vector and the CR of entire maxillary dentition.; a. 0mm lever arm. 

Traction with a midpalatal miniscrew.; b. 20mm lever arm. Traction with a 

midpalatal miniscrew.; c. 0mm lever arm.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d. 20mm lever arm.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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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근막의 물성치 변화에 따른 차이 (Fig 9) 

 

Poisson’s ratio와 Young’s modulus에 따라 세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모두 연속호선상에서 splint lever arm을 적용하였다. 상악 4전치의 치체이동이 

나타나는 레버암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Fig 9) 

a. PDL 1 (v=0.35, E=0.87 MPa) 

: 구개경사면 견인시 15.16mm / 정중구개부 견인시 16.94mm 

b. PDL 2 (v=0.4, E=0.71 MPa) 

: 구개경사면 견인시 14.75mm / 정중구개부 견인시 16.51mm 

c. PDL 3 (v=0.45, E=0.47 MPa) 

: 구개경사면 견인시 14.18mm / 정중구개부 견인시 15.92mm 

 

세 그룹간에서 전후방적 치아변위량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치체이동이 나타나는 

지점의 차이도 약 0.5-1mm 내외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의 실험조건(PDL 0; 

v=0.49, E=0.05)과는 치체이동을 위한 레버암의 길이가 구개경사면 견인시 약 

1.5-2.5mm, 정중구개부 견인시 2-3mm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PDL 0 

조건에서 다른 세 조건에 비해 레버암의 길이 변화에 따라 치축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 

 

 

Fig 9. Axis change of 4 maxillary anterior teeth. PDL 0 (v=0.49, 

E=0.05MPa), PDL 1 (v=0.35, E= 0.87MPa), PDL 2 (v=0.4, E=0.71MPa), 

PDL 3 (v=0.45, E=0.47MPa); a.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b. 

Traction with a midpalatal miniscrew.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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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설측 교정시 상악 전치분절의 치체이동을 위한 최적의 레버암 

디자인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설측 레버암의 

splinting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주호선의 변형이 치아이동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선의 강성을 변화시켜 실험하였으며, 초기 치아변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근막의 물성치에 변화를 주어 실험하였다.  

Splint 유무에 따른 실험에서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치체이동은 splint 

model에서 구개 경사면 견인시 레버암 길이가 16.85mm인 경우, 정중구개부 

견인시 레버암 길이가 19.01mm인 경우에 나타났다(Fig 3). Non-splint 

model에서는 레버암이 20mm 인 경우에도 치근보다 치관의 변위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미약한 설측 경사이동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Kim 등, 2011; Lee 등, 2011). 

중절치의 변위양상을 비교해 볼 때, 20mm의 non-splint 레버암과 15mm의 

splint 레버암에서 유사하게 치관과 치근이 공히 설측이동되고 미약한 설측 

변위를 나타냈다(Fig 10). 그러나 15mm splint 레버암의 경우 상악 6전치의 

치관과 치근이 공히 설측이동 양상을 보인 반면, 20mm의 non-splint 

레버암에서는 측절치의 비조절성 경사이동, 견치의 치근이동 양상이 함께 

관찰되었다. 또한 20mm의 splint 레버암에서는 상악 6전치가 공히 

치근이동되었으며, 동일 조건의 non-splint 20mm 레버암에 비해 견치의 협측 

변위가 약 1/3로 감소하였다(Fig 11). 상기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레버암의 

splinting이 레버암에 의한 leverage effect를 막고 주호선의 변형에 저항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버암이 10mm 이하인 경우에도 splint model에서 상악 

6전치의 응력분포 및 이동양상이 non-splint model보다 균일하게 나타남이 

관찰되어 보다 짧은 레버암에서도 splint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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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our plot of frontal displacement on the continuous main archwire.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a. 20mm non-splint lever arm.; b. 

15mm splint lever arm. 

 

Fig 11. Contour plot of lateral displacement on the continuous main archwire.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a. 20mm non-splint lever arm.; b. 

20mm splint lever arm 

 

Fig 12.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on the continuous main archwire.; a. 10mm non-splint lever arm.; b. 10mm 

splint lever arm. 

20mm, Non-splint 15mm, Splint 

a b 

a b 

a b 

20mm, Non-splint 20mm, Splint 

10mm, Non-splint 10mm, Sp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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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변위 양상을 관찰해보면 레버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악 전치부 

치관의 하방 변위 양상이 감소하였으며, splint model에서는 15mm 이상의 

레버암에서 전치부 치관의 상방 변위가 관찰되었다(Fig 5). 그러나 0mm 

레버암에서 정중구개부 미니스크류를 이용하여 견인시 벡터의 수직 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전치부 치관이 하방 변위를 보이고, 반대로 수직 

분력이 하방을 향하는 20mm 레버암을 이용한 구개경사면 견인 조건에서 전치부 

치관이 상방 변위를 보인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으며, 이는 수직 분력에 

의한 주호선의 수직적 변형(Seong과 Lee, 2008) 및 치아의 회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호선의 강성을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연구 결과, 주호선을 강체로 설정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한 경우, 연속호선에서는 

상악 전치열의 저항중심, 분절호선의 경우 상악 6전치의 저항중심과 힘 벡터와의 

관계에 따라 해당 치열군이 후방 견인 및 회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연속호선 

상에서 0mm 레버암을 이용하여 정중구개부 견인시 상악 전치열이 공히 함입됨을 

확인하여(Fig 8a), 주호선의 변형을 보상할 수 있다면 설측교정시 상악 전치열의 

함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강체 분절호선의 경우 0mm 레버암, 

정중구개부 견인 조건에서 상악 4전치의 저항중심은 상방 변위를 보여 절단연의 

하방변위는 치아 분절의 회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7). 

반면 주호선의 변형이 없는 경우에도 레버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치아의 

상방 변위가 증가하였는데(Fig 7), 이는 레버암이 길어질수록 수직 분력에 의한 

치열의 상방변위는 감소하지만 해당 치아 분절 저항중심에 대해 힘 벡터가 점차 

상방으로 위치되므로 치아 분절의 회전에 의한 상방변위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힘의 수직 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치아의 함입성 

이동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당 치아 분절의 회전에 의한 변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강체 조건에서 주호선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0, 10mm 레버암의 경우 

연속호선이 전치부 치축 조절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15mm 이상의 

레버암에서는 오히려 분절호선이 유리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속호선의 구치부 

호선이 짧은 레버암에서 견인시에는 전치부 치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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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치부의 치근이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악 전치부에서 치체이동을 넘어선 치근이동이 요구되는 

경우 강성이 높은 호선을 분절호선의 형태로 적용하고, 약 20mm의 레버암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016x.022 호선과 .018x.025호선을 비교시 견치 및 구치의 협측 변위량은 

호선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전후방적 이동양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Fig 6). 이는 상악 전치부의 치체이동을 위해 임상적으로 .016x.022 

호선을 사용하여도 충분한 강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브라켓과 호선간의 유격이 없도록 설정하였으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유한요소 분석은 가해진 힘에 의한 초기 치아이동만을 

관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구성요소의 물성치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Fill 등, 2011; Reimann 등, 2007; Sung 

등, 2003). 초기 치아이동은 주변 지지 골조직의 재형성(remodeling)없이 

나타난 가역적인 이동을 의미하며 포함된 모든 경조직과 연조직의 변형을 

포함한다. 그러나 치아 및 골조직은 높은 탄성계수로 인해 초기 치아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Poppe 등, 2002), 해면골의 밀도 차이나 치아와 뼈의 

이방성(anisotropic), 이질성(inhomogenous)이 초기 치아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Kojima 등, 2012; Vollmer 등, 1999). 따라서 교정적 치아이동을 

위한 힘의 범위에서 초기 치아이동시 치근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Hohmann 등, 2011; Poppe 등, 2002).  

실제 치근막은 비선형적(non-linear), 점탄성적(viscoelastic) 특성을 가지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치근막에 선형 탄성계수(linear elasticity)를 적용하고 

있으며(Cattaneo 등, 2005), 이는 일반적으로 초기 치아이동을 관찰시, 그리고 

교정시 상대적으로 적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근막을 선형 탄성체로 

가정하여도 비선형 모델과 치근막 변형율에 큰 차이가 없고, 비선형 치근막의 

초기 특성은 선형 치근막과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에 근거한다(Field 등, 2009; 

Hohmann 등, 2011). 또한 Tom 등(Toms 등, 2002)의 연구에서 선형과 

비선형 탄성계수를 적용한 두 모델간의 회전 중심의 수직적인 높이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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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m로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으며, 초기 치아이동의 반복을 통해 

장기적 치아이동을 실험한 유한요소 연구에서 치근막에 선형적 탄성계수를 

적용하여도 비선형 탄성모델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Kojima과 

Fukui,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의 Tanne 등(Tanne 등, 1988), Jeong 등(Jeong 등, 

2009), Sung 등(Sung 등, 200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모델을 등방, 등질의 

선형 탄성체로 가정하고 물성치를 부여하였으며, 치근막의 물성이 치아의 

변위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Xia 등(Xia 등, 2013)의 연구 

결과에 따라 세 쌍의 다른 Poisson’s ratio와 Young’s modulus를 적용하여 

추가로 실험하였다. 연구 결과, 추가 실험한 세 그룹간의 변위량 및 치아 이동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본 실험 모델과는 치체이동을 위한 레버암의 길이가 

약 1.5-3mm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세 그룹에서 본 실험 모델에 비해 각 치아의 

변위량이 모두 적게 나타나 치근막의 물성이 초기 치아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이를 적용시 본 실험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성의 치근막의 경우 레버암의 길이 변화에 따라 치아 

이동양상이 보다 민감하게 변하고 치체이동을 위해 더 긴 레버암이 요구됨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령에 따라 치근막의 두께가 얇아지고 물리적 강성이 증가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Haut 등, 1992; Komatsu 등, 2004; Lam 등, 1993; 

Nanci, 2007). 다만, 이전의 연구를 근거로 Poisson’s ratio와 Young’s 

modulus를 모두 변화시켜 실험하였기 때문에 단일 물성치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에 의하면 치근막의 물성치에 대해서는 0.01-1,750MPa(Fill 등, 2011)의 

매우 큰 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성 요소를 등방 등질의 선형 탄성체로 가정하고, 브라켓과 호선 

사이에 마찰 및 유격이 없이 미끄러지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과는 

다른 한계를 가지며, 가해진 힘에 따른 초기 치아이동만을 관찰할 수 있는 

유한요소 분석의 한계를 가진다(Sung 등, 2010). 유한요소 분석에서 보다 실제와 

가까운 치아이동 양상의 재현을 위해서는 치근막의 두께 및 물성, 치근 형태가 

초기 치아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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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며(Fill 등, 2011; Xia 등, 2013), 향후 환자의 CT data를 이용한 개별적인 

모델링과 유한요소 분석에서 장기적 치아 이동 예측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Kojima과 Fuku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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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상악 전치부 치체이동을 위한 최적의 레버암 디자인을 찾기 위하여 전치부 후

방 견인시 설측 레버암의 splint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호선의 

강성과 치근막의 물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치체이동은 Splint model의 경우 구개경사면의 

미니스크류에서 견인시 레버암 길이가 16.85mm인 경우, 정중구개부의 

미니스크류에서 견인시 레버암 길이가 19.01mm인 경우에 나타났다. 

Non-splint model의 경우 20mm 레버암에서도 미약한 설측 

경사이동을 나타냈다.            

 

2. Splint model에서 Non-splint model에 비해 견치 및 구치의 협측 

변위량이 1/2-1/4 감소하였다.  

 

3. Splint model의 경우 Non-splint model에 비해 호선의 종류나 미니스

크류의 위치가 치아 변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게 나타났다.  

 

4. 호선의 강성에 따른 차이 비교시 .016x.022 스테인리스 호선

과 .018x.025 스테인리스 호선에 따른 전후방 치아이동 양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018x.025 호선에서 견치 및 구치부의 협측 변위량이 

약 1/3-1/4 감소하였다. 주호선을 강체로 설정한 경우 힘 벡터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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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분절의 저항중심과의 관계에 따라 치아군의 후방이동 및 회전이 

관찰되었다. 

 

5. 상악 전치부의 치근이동을 위해서는 호선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분절호

선상에서 약 20mm의 레버암을 splint하여 적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6. 치근막의 물성치가 초기 치아 변위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강성의 치근막에서 레버암의 길이 변화

에 따라 치아 이동양상이 더 민감하게 변하고 치체이동을 위해 더 긴 

레버암이 필요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레버암의 splinting이 주호선의 변형을 감소시키고, 상악 

전치의 치체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호선의 강성과 

치근막의 물성치에 따른 치아이동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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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pattern of anterior segment 

depending on the lingual lever arm design 

 

 

Ji-Sung Ja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ee-Joon Lee, D.D.S., Ph.D. ) 

 

The lingual lever arm is a useful device for controlling the torque on 

anterior teeth in lingual orthodontics.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 finite 

element model studies, when a longer lever arm was applied lingual tipping of 

the incisors and buccal displacement of the canines increased. To avoid these 

side effects, the need of splinting the lever arms was ar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optimal design of the lingual lever 

arm for translation of the anterior segment. The difference of initial tooth 

movement were compared based on the presence of the splint wire, by 

changing the stiffness of the main archwire and the property of periodontal 

liga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1. Bodily movement of the 4 maxillary anterior teeth was observed in 

splint lever arm model when the length of the lingual lever arm was 

16.85mm (traction with palatal slope miniscrews) and 19.01mm(traction 

with a midpalatal miniscrew). In the non-splint model, mild lingual 

tipping of the incisors was observed even when the length of the lingual 

lever arm was increased to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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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the splint model, the amount of buccal displacement of the canine and 

the molars decreased to 50-75% than of that in the non-splint model. 

 

3. It was observed that the non-splint model was more vulnerable to 

segmentation of main archwire and the position of anchor miniscrews.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tero-posterior displacement of 

4 maxillary anterior teeth between .016x.022 and .018x.025 stainless 

steel main archwire. Buccal displacement of the canines and molars 

decreased to 66-75% in .018x.025. When the main archwire was 

assumed to be rigid body, arch rotation of the entire segment was 

observed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 vector and 

the center of resistance of the segment. 

 

5. Stiff segmented main archwire and splinted lever arm with 20mm in 

length is recommended for the root movement of anterior segment. 

 

6. The properties of periodontal ligamen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itial tooth displacement. If periodontal ligament has a low stiffness, the 

displacement pattern of anterior segment is more sensitive to the 

change in length of lever arm and a longer lever arm is needed for 

translation of anterior seg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splint wire is resistant to deformation of the main 

archwire and is essential for translation of anterior segment. Additionally, the 

difference in the stiffness of wire and the property of periodontal ligament 

must be considered. 

 

Key word: Lingual orthodontics, lever arm, finite element analysis, spl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