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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상악 구치부 치아군의 저항중심 위치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 해석 

 

교정치료시 구치의 이동은 삼차원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아, 

혹은 치아군의 저항중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악 구치부 치아군(제1대구치 단독, 제1,2대구치, 

제1,2대구치와 제2소구치, 제1,2대구치와 제1,2소구치)의 저항중심의 위치를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알아내고자 함이다. 

성인의 정상교합 표본 치아모형의 상악 치열을 레이저를 이용해 3차원 

스캐닝하여 치아, 치근막 및 치조골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제작하고 각각의 

치아군을 형성하여 총 3가지 방향(근원심적, 수직적, 협설측)으로 치아군에 힘을 

적용하였다. 힘을 적용하였을 때 치아군이 평행이동하는 지점에서의 힘의 

적용점을 저항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각 치아군의 저항중심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1.  상악 제 1 대구치 

 

저항중심은 근원심적으로는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근심측으로 

15.0mm 지점이었으며, 상악 제 1대구치의 원심연으로부터 근심 5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4.8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3.0mm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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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악 제 1,2 대구치 

 

저항중심은 근원심적으로는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근심측으로 

9.4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4.8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3.7mm 지점이었다.  

 

3. 상악 제 1,2 대구치, 제 2 소구치 

 

저항중심은 근원심적으로는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근심측으로 

12.5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5.1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2.9mm 지점이었다.  

 

4. 상악 제 1,2 대구치, 제 1,2 소구치 

저항 중심은 근원심적으로는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근심측으로 

16.0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5.3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1.8mm 지점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구치부 치아군의 교정적 이동시 골내고정원의 위치나 힘의 

적용방법 등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저항중심, 구치부 치아군, TADs, 구치 압하, 3차원 유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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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구치부 치아군의 저항중심 위치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 해석 

 

<지도교수 : 이 기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정 보 우 

 

 

I. 서론 

 

교정치료시 구치의 이동은 삼차원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삼차원적인 구치의 

이동을 위해서는 근원심방향과 수직방향 및 협설방향으로 정확한 힘체계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때, 3차원 공간 내에서 한 개의 구치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두 개 이상의 치아군을 동시에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개개 치아뿐 아니라 치아군(segment)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아, 혹은 치아군의 저항중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개 치아의 저항중심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몇몇 연구가 

있었고(Worms 등(1973), Burstone (1962), Dermaut 등(1986), 

Burstone(1981)), 개개 치아 외에도 상악 4전치군, 상악 6전치군, 상악 전 치열 

등에 관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 방법으로는 유한요소 분석(finite element 

analysis)(Jeong 등(2009), Reimann 등(2007), Lee 등(2001)),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법(electrical resistance strain gauge method)(Pederson 등(1991), 

Choy 등(2006)), Laser 반사측정법(Billiet 등(2001), Woo 등(1993), Park 

등(1993)), Laser holography법(Vanden Bulcke 등(1987)), 광탄성법 

(photoelasticity method)(Matsui 등(2000))등이 이용되었다. 상악 전치부 

치아군과는 다르게, 상악 구치부 치아군의 저항중심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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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항중심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유한요소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유한요소분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물리적 

성질을 수치로 입력해 모델을 제작하고 외력에 대한 물체의 변형과 응력분포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악 구치부 치아군(제1대구치 단독, 제1,2대구치, 

제1,2대구치와 제2소구치, 제1,2대구치와 제1,2소구치)의 저항중심의 위치를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알아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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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유한요소모델의 제작 

 

1.1. 치아, 치근막 및 치조골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 제작 

 

성인의 정상교합 표본 치아모형(Nissin Dental Products, Kyoto, Japan, 

Model-i21D-400G)의 상악 치열을 레이저를 이용해 3차원 스캐닝하여 치아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치열궁 형태는 Ormco®사의 broad arch form을 따라 

제작하였다. 치근막은 기존 연구(Coolidge(1937), Kronfeld 등(1942))를 

참고하여 0.25mm의 균일한 두께로 형성하였고, 치조골은 CEJ 상방 1mm 

높이에서 시작되어 치근의 굴곡을 따라 형성하였다. 브라켓은 micro-arch® 

(Tomy Co, Tokyo, Japan) 장치를 모델링 하였다. 치아, 치조골, 치주인대, 

브라켓은 4절점 사면체요소로 구성되며, 총 node 수와 element 수는 각각 42, 

272663이다. 치아는 접촉점을 통해 인접치와 접촉되어 있다. 치아의 협설면에 

interference 없이 브라켓을 연결하였고 브라켓을 통해 협측, 설측에 wire를 

연결하여 원하는 치아군을 형성하였다. (Fig. 1) 

 

 

 

Figure 1.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구성요소들의 물성치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Jeong 등(2009))하여 부여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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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each material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Periodontal ligament 5.0E - 02 0.49 

Alveolar bone 2.0E + 03 0.30 

Teeth 2.0E + 04 0.30 

Stainless steel 2.0E + 05 0.30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ANSYS13(Swanson Analysis System, 

Canonsburg, PA)이다. 

 

1.2. 좌표계의 설정 

 

양측 제 2 대구치 원심면 치조골 상연 부위를 연결한 선의 정중앙부위를 

원점으로 정하였다. 원점으로부터 근원심으로 y 축, 상하로 z 축, 좌우로 x 축을 

설정하였다. (Fig. 2) 

 

Figure 2. The coordinate system of the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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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아군의 모델링 

 

치아군에 속한 각각의 치아를 협,설측 브라켓과 협측의 arch wire 및 설측의 

splint wire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브라켓과 wire간에는 2접점 완전결합으로 

연결되어 play가 없으며 wire에는 강체의 물성치를 부여하여 탄성변형이 없도록 

하여, 치아군이 개별적 치아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의 몸체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2. 치아군의 분류 및 힘의 적용방법 

 

2.1. 치아군의 분류 

 

치아군을 상악의  

  1) 제1대구치, 

  2)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3) 제1,2대구치와 제2소구치, 

  4) 제1,2대구치와 제1,2소구치 

4종류로 분류하고 각 군에 대하여 3개의 축을 따라 힘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저항중심의 위치를 해석하였다. 

- 치아군의 근원심 저항중심 해석 

- 치아군의 수직 저항중심 해석 

- 치아군의 협설측 저항중심 해석 

 

우선, 수직 저항중심과 근원심 저항중심은, 양측 치아군을 연결하여 정중면을 

기준으로 대칭인 모델상에서 해석하였다. 대칭으로 연결된 양측 치아군과, 실제 

연구목표인 편측 치아군에서의 수직 저항중심과 근원심 저항중심의 위치는 같을 

것이므로, 힘의 적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우선 대칭인 양측 치아군에서 해석하였다. 

이 경우 양측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시상적으로는 정중시상면 상에 수직적, 

근원심적인 힘을 가하여 저항중심의 위치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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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치아군 모델에서 정중시상면상의 수직적, 근원심적인 저항중심의 위치를 

찾은 후 해당 점에서 x축 방향으로 연결한 선상에서 편측 모델의 협설측 

저항중심 위치를 해석하였다. 

 

  2.2. 근원심적 저항중심 해석을 위한 힘의 적용 (Fig. 3-A) 

 

압하력의 크기를 y축 방향(원심에서 근심 방향)을 따라 100gm의 크기로 

적용하였다. 

우선 5mm 간격으로 힘을 적용했으며, 저항중심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구간에서는 다시 0.1mm 간격으로 세분하여 힘을 적용하였다.  

 

  2.3. 수직적 저항중심 해석을 위한 힘의 적용 (Fig. 3-B) 

 

후방 견인력을 z축 방향(교합면에서 치근단 방향)을 따라 100gm의 크기로 

적용하였다. 

우선 5mm 간격으로 힘을 적용했으며, 저항중심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구간에서는 다시 0.1mm 간격으로 세분하여 힘을 적용하였다.  

 

2.4 협설측 저항중심 해석을 위한 힘의 적용 (Fig. 3-C) 

 

정중시상면상에서 찾은 수직적, 근원심적 저항중심의 위치로부터 x축 방향으로 

연결한 선상에 대하여 x축 방향(설측에서 협측)을 따라 100gm의 압하력을 

적용하였다. 

우선 1mm 간격으로 힘을 적용하였으며, 저항중심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구간에서는 다시 0.1mm 간격으로 세분하여 힘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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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diagram of force application method. A, Intrusive force(blue 

arrows) was exerted along the y-axis to locate the mesio-distal position of 

the CR and distal force(brown arrows) was exerted along the z-axis to 

locate the cervico-apical position of the CR; B, intrusive force(green arrows) 

was exerted along the x-axis to locate the bucco-palatal position of the CR. 

 

 

3. 해석방법 

 

물체의 저항중심에 힘을 가하면 물체는 평행이동을 한다. 따라서 치아군에 

포함된 치아의 각 절점의 변위량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힘의 적용부위를 

저항중심으로 결정하였다. (Fig. 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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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contour plot of the posterior teeth segment according to the 

point of application of vertical intrusion force. A, Point of force application at 

CR causes pure intrusion of posterior teeth; B, anteriorly placed point of 

force application to CR causes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posterior 

occlusal plane; C, posteriorly placed point of force application to CR causes 

clockwise rotation of posterior occlusal plane. 

 

 치아의 변위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 치아의 교두정과 치근첨을 절점으로 

정하여, 3방향(x축,y축,z축)에서 이 점들의 변위량을 각각 ⊿x,⊿y,⊿z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Fig. 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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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andmarks (yellow points), used to measure the displacement of 

tooth segment. A, Buccal aspect; B, lingual aspect. 

 

 

3.1. 저항중심의 근원심적 위치 결정 

 

제2대구치의 원심면으로부터 y축을 따라(원심에서 근심 방향) z축과 평행한 

힘(압하력)을 가했을 때 치아군에 속한 모든 치아들의 교두정(혹은 치근첨)의 

수직이동량(⊿z)이 균일한 경우 평행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치아군에 속한 모든 치아의 교두정에서의 수직이동량(⊿z)의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울 때 힘이 적용되는 위치를 저항중심의 근원심적 위치로 

정하였다. (Fig. 6) 

 

3.2. 저항중심의 수직적 위치 결정 

 

치조골연으로부터 Z축을 따라(교합면에서 치근단 방향) y축과 평행한 

힘(후방견인력)을 가했을 때 치아군에 속한 개개 치아의 교두정과 치근첨의 

후방이동량(⊿y)이 균일할 경우 평행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각 치아의 교두정과 치근첨에서의 후방이동량(⊿y)의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울 때의 힘이 적용되는 위치를 저항중심의 수직적 위치로 정하였다. 

 

3.3. 저항중심의 협설측 위치 결정 

 

이미 결정된 저항중심의 수직적, 근원심적인 위치상에서 x축을 따라(설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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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측 방향) y축과 평행한 힘(압하력)을 가했을 때 협측교두정과 설측교두정의 

수직이동량(⊿z)이 균일할 경우 평행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각 치아의 협측 교두정과 설측교두정의 수직이동량(⊿z)의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울 때 힘이 적용되는 위치를 저항중심의 협설측 위치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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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상악 제 1 대구치 

 

저항중심은 근원심적으로는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전방으로 

15.0mm 지점이었으며, 상악 제 1대구치의 원심연으로부터 근심 5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 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4.8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3.0mm 지점이었다. (Fig. 7-A, 8) 

 

2. 상악 제 1,2 대구치 

 

저항중심은 근원심적으로는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전방으로 9.4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 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4.8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3.7mm 지점이었다. (Fig. 7-B, 8) 

 

3. 상악 제 1,2 대구치, 제 2 소구치 

 

저항중심은 근원심적으로는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전방으로 

12.5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 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5.1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2.9mm 지점이었다. 

(Fig. 7-C, 8) 

 

4. 상악 제 1,2 대구치, 제 1,2 소구치 

 

저항중심은 근원심적으로는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전방으로 

16.0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 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5.3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1.8mm 지점이었다. 

(Fig. 7-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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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tandard deviation of displacement of landmarks on posterior teeth 

segments. A, Mesio-distal direction; B, vertical direction; C, bucco-lingual 

direc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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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location of center of resistance of each posterior teeth 

segment at mesio-distal and vertical direction. Red dots indicate the position 

of center of resistance. A, 1
st
 molar; B, 1

st
, 2

nd
 molar segment; C, 2

nd
 

premolar, 1
st
, 2

nd
 molar segment; D, 1

st
, 2

nd
 premolar, 1

st
, 2

nd
 molar segment 

 

Figure 8. The location of center of resistance of each posterior teeth 

segment. A, at mesio-distal and vertical direction; B, at bucco-lingual 

direction. 

A B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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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Worms 등(1973), Burstone(1962), Burstone 등(1981), Dermaut 등 

(1986)의 기존 연구에서 상악 대구치의 저항중심은 치조정에서 치근첨까지의 

거리의 치조정측 30~40%, 치근의 중간 1/3부위의 치경부 인접부로 대략 

치근이개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 상악 제 1 대구치의 

저항중심은 대략 치근이개부에 위치했으며 전체 치근 길이의 치경부측 43.3% 

높이에 위치하였다. 그 밖의 치아군에서 근원심적 위치를 살펴보면 우선 제 1,2 

대구치로 이루어진 치아군에서는 저항중심이 근원심적으로 두 치아의 중앙에 

위치했다. 제 2 소구치, 제 1,2 대구치 치아군과 제 1,2 소구치, 제 1,2 대구치 

치아군에서의 저항중심의 근원심적인 위치는 치아군에 속한 치아들의 

근원심폭경을 합한 값의 중간보다 다소 원심측에 위치하여 두 치아군 모두 제 1 

대구치 내에 저항중심이 존재하였다. 특히 제 1,2 소구치, 제 1,2 대구치로 

이루어진 치아군의 저항중심은 제 1 대구치 단독의 저항중심과 위치가 

유사하였다. (Fig. 7, 8) 

저항중심의 수직적인 위치는 제 1 대구치의 경우 전체 치근 길이의 치경부측 

43.3% 높이에 위치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제 1,2 대구치 치아군의 저항중심의 

높이는 제 1대구치의 저항중심 높이와 같고, 제 2 소구치를 포함하면 치근첨 

방향으로 0.3mm 이동하며 제 1 소구치까지 포함하면 치근첨 방향으로 0.5mm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유사한 높이를 나타냈다. (Fig. 8)  

저항중심의 협설측 위치는 제 1 대구치의 저항중심이 치근이개부에 위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치아군에서 약 1mm 내외로 거의 유사한 협설측 

위치관계를 나타냈다. (Fig. 8) 

구치부 치아군을 효율적으로 압하하기 위해서는 우선 압하 대상 치아군을 

명확히 설정하고, 생역학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교정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생역학적 고려시 치아군의 저항중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존의 

구치부 치아군의 압하를 시행한 연구들에서 압하 대상 치아군이 불명확한 

경우(Yao 등(2005), Sherwood 등(2002), Park 등(2005), Kuroda 등(2004), 

Umemori 등(1999))나, 치아군의 저항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Yao 

등(2005), Sherwood 등(2002), Park 등(2005), Choi 등(2007), Kurod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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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Umemori 등(1999))가 있었다. 구치부 압하를 통한 전치부 개방교합의 

치험례에서, 구치부 압하에 의한 하악의 반시계방향 회전보다는 전치부의 정출로 

인해 개방교합이 개선된 경우(Umemori 등(1999))도 있었다. 양측 구치부의 

압하시 치아군의 협설측 중에 한 쪽에만 고정원을 식립하고 설측호선으로 양측을 

연결한 경우(Sherwood 등(2002), Park 등(2005), Choi 등(2007), Kuroda 

등(2004), Umemori 등(1999))도 있었다. Cifter 등(2011)에 의하면 구치부 

치아군의 압하시 협설측에 미니스크류를 모두 식립한 경우와 협측에만 식립하고 

양측 치아군을 설측호선으로 연결한 경우를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한 결과 

전자에서는 치아군이 균일하게 압하되었고 후자에서는 치관이 협측으로 

경사되었다. 명확한 압하 대상 치아군이 설정되지 않고, 치아군의 저항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거나 협설측 중 한쪽에만 골내고정원을 식립하게 되면 

치아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고 예측가능성과 재현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저항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골내고정원 

형태인 미니스크류의 최소한의 식립을 통해 효율적인 치아군의 압하를 이룰 수 

있는 미니스크류의 위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Fig. 9) 

                  

Figure 9. Suggestions of miniscrew insertion sites for intruding posterior teeth 

segments. Red dots represent the center of resistance and purple triangles are 

position of miniscrews. Purple triangles with parenthesis indicate places for 

optional miniscrews. A, 1
st
 molar; B, 1

st
, 2

nd
 molar segment; C, 2

nd
 premolar, 1

st
, 

2
nd

 molar segment; D, 1
st
, 2

nd
 premolar, 1

st
, 2

nd
 molar segment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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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한요소해석은 몇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유한요소해석 

이라는 특성상, 힘을 적용했을 때 치아 및 치근막의 반응에 의한 초기 치아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의 주변 조직의 반응 및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는 없어 실제 임상상황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치아군에 속하는 치아들은 협설측을 강체로 연결하여 하나의 몸체로 

움직이도록 설계하였는데, 실제 임상상황에서는 교정용 선재의 변형(bowing)으로 

보다 복잡한 치아이동양상 즉, 힘이 적용되는 지점을 향해 앞뒤 치아들이 

경사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번 해석에서 이러한 이동까지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항중심의 위치를 찾는데 있어 치아군 내 치아들의 개별적인 

치아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 움직임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가 있는 반면 

유한요소해석은 실제 환자나 부검모델에 시행할 수 없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모델의 변형과 도식화, 정량화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Bourauel 등(2007)). 

본 유한요소모델은 기존의 해부학적인 평균치를 고려하여 치관 및 치근의 

형태를 재현하였으나 치근의 형태와 크기 및 치축경사도의 차이에 따른 고려와 

치조골의 높이와 형태 및 골질의 차이에 따른 고려가 동반되어야 한다. 임상의는 

골내고정원 식립시 저항중심의 위치를 반영한 생역학적인 고려 이외에도 

해부학적인 구조, 접근의 용이성, 골질, 비용, 환자의 연령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된다(Kravitz 등(2007)). 또한 임상의마다 선호하는 골내고정원 종류가 

다를 수 있다(Kravitz 등(2007)). 골내고정원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힘의 방향과 

크기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Park 등(2005), Kravitz 등(2007)). 따라서 구치부 

치아군을 이동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저항중심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치아군의 이동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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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정상교합 표본 치아모형을 이용하여 3차원 유한요소로 해석한 상악 구치부 

치아군의 저항중심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상악 제 1 대구치에서는 근원심적으로 상악 제 2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전방 15.0mm, 상악 제 1대구치의 원심연으로부터 근심 5mm 지점이었다. 

수직적으로는 치조골 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4.8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3.0mm 지점이었다. 

2. 상악 제 1,2 대구치 치아군에서는 근원심적으로 상악 제 2 대구치 원심연 

에서부터 전방으로 9.4mm 지점이었고, 수직적으로는 치조골 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4.8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3.7mm 

지점이었다. 

3. 상악 제 1,2 대구치, 제 2 소구치 치아군에서는 근원심적으로 상악 제 2 

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전방으로 12.5mm 지점이었고, 수직적으로는 치조골 

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5.1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2.9mm 지점이었다. 

4. 상악 제 1,2 대구치, 제 1,2 소구치 치아군에서는 근원심적으로 상악 제 2 

대구치 원심연에서부터 전방으로 16.0mm 지점이었고, 수직적으로는 치조골 

연으로부터 치근 방향 5.3mm 지점이었으며 협설측으로는 구개정중부로부터 협측 

방향 21.8mm 지점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구치부 치아군의 교정적 이동 시 골내고정원의 위치나 힘의 

적용방법 등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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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analysis on the center of resistance of the 

maxillary posterior teeth segment 

 

Bo Woo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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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of center of resistance on the posterior teeth segment must be 

considered in three-dimensions for effective tooth movement, in orthodontic 

treatmen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locate the center of resistance of maxillary 

molar segments(first molar only, first and second molars, second premolar 

and first and second molars, first and second premolars and first and second 

molars) by 3-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The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was composed of maxillary 

dentition, periodontal ligaments and alveolar bone. Maxillary dentition model 

was acquired via laser scanning of adult normal occlusion model(Nissin 

Dental Products, Kyoto, Japan, Model-i21D-400G). Force was applied to 

tooth-segments in three directions(mesio-distal, vertical, bucco-lingual). 

The point of force application when the tooth-segment movement was 

parallel to the direction of the force was identified as the centre of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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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center of resistance of the maxillary first molar was at 15.0mm 

mesial from the distal-end of the second molar, 5.0mm mesial from 

the distal-end of the first molar, 4.8mm apical from alveolar bone 

margin and 23.0mm buccal from the midpalatal line.  

 

2. The center of resistance of the maxillary first and second molars was 

9.4mm mesial from the distal-end of the second molar, 4.8mm apical 

from alveolar bone margin, and 23.7mm buccal from the midpalatal line. 

 

3. The center of resistance of the maxillary first premolar and first and 

second molars was 12.5mm mesial from the distal-end of the second 

molar, 5.1mm apical from alveolar bone margin, and 22.9mm buccal 

from the midpalatal line. 

 

4. The center of resistance of the maxillary first and second premolars 

and molars was 16.0mm mesial from the distal-end of the second 

molar, 5.3mm apical from alveolar bone margin, and 21.6mm buccal 

from the midpalatal line. 

 

These results may be considered by clinicians who are choosing the point 

of TAD application or selecting the methods for force application, in single or 

multiple maxillary posterior teeth movement. 

 

Key word: Center of resistance, Posterior teeth segment, TADs, Molar 

       intrusion, 3-Dimensional finite el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