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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중구개 미니임플란트를 이용한 

상악 전체 치열 후방이동시 치아이동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분석 

 

골격성 고정원을 이용하여 상악 전체 치열을 동시에 후방이동시키는 

방법은 고정원 상실 방지, 치료기간 감소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상악에서 정중구개봉합 부위는 골격성 고정원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 유리하며, 

구개 경사면으로 공간이 충분하여 레버암을 통해 힘의 작용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중구개 미니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상악 전체 치열의 

후방이동시 소구치 부위 레버암의 길이와 후방 고정원의 위치에 따른 상악 

치열의 3 차원적 변위양상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악 

유한요소모델을 제작하고 제 1 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 후방 

고정원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상악 전체 치열의 전후방적, 수직적, 측방 

변위양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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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가 짧을수록 힘의 작용점이 저항중

심 하방에 위치하여, 6전치 치관의 설측변위 및 정출 경향이 크게 나

타났고, 교합평면의 회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 고정원의 

위치가 정중구개봉합에서 교합면측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다. 

2. 제 1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가 길수록 힘의 작용점이 저항중심 

상방에 위치하여, 상악 6전치 치근의 설측 변위 및 함입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교합평면의 회전이 나타났다. 

3. 레버암의 길이와 후방고정원의 위치를 조절하여 상악 치열의 저항중심 

부근에서 교합평면과 평행한 견인력을 적용할 경우, 상악 전체 치열은 

교합평면의 회전 없이 원심이동되었고, 저항중심부근에서 후상방으로 

힘을 가할 경우, 상악 전체 치열의 원심이동과 함입이 관찰되었다. 

4. 측방 이동 양상은 저항중심에 대한 힘의 작용선의 수직적 위치와 벡터

의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핵심되는 말 : 정중구개 미니임플란트, 상악 전체 치열 후방이동, 레버암, 유한

요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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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구개 미니임플란트를 이용한  

상악 전체 치열 후방이동시 치아이동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분석 

 

(지도교수 이 정 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문 수 

 

Ⅰ. 서론 

 

  상악 구치의 원심이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그 치료 결

과가 환자의 협조도에 의존적이거나,1 대구치의 원심경사와 정출, 전치 및 소

구치의 전방경사, 전방부 고정원 상실 등의 부작용이 존재하였다.2, 3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니임플란트, 미니플레이트 등의 교정용 골격성 고정

원을 이용한 구치 원심이동 방법들이 보고되었으며,4-6 최근에는 강력한 골격

성 고정원을 이용하여 전치부와 구치부를 포함한 악궁 내 전체 치아를 동시에 

이동시키는 치료가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선택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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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치부 원심이동 후에 다시 전치부를 원심이동시키는 방법보다, 골격

성 고정원을 이용하여 동시에 상악 악궁의 전체 치아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고

정원 상실 방지, 치료기간 감소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나,7, 8 성공적인 치료

를 위해서는 골격성 고정원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9  

  상악에서 정중구개봉합 부위는 피질골 두께가 두껍고,10-12 얇은 각화치은으

로 균일하게 덮여있어 미니임플란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13-16 주요 혈관

이나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하며, 미니임플란트 식립시와 교정적 치아 이

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치근 손상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하다.17-19 또한, 구개 

경사면으로 공간이 충분하여 레버암의 길이 조절을 통해 힘의 작용선을 다양

하게 적용할 수 있어 역학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20, 21    

  정중구개 미니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상악 구치를 원심이동시킨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나,22, 23 레버암의 길이나 고정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치아 변위 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치아의 이동 양상은 저항중심에 대한 힘의 작용선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저항중심의 위치를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다.24-27 

상악 치열의 저항중심과 힘의 작용선과의 관계, 이에 따른 치아 변위 양상을 

3차원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임상에서 정중구개 미니임플란트를 이용한 상

악 전체 치열 후방이동시 치아이동 양상을 예측, 평가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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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이동 양상의 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고,28-32 이 중 유

한요소분석법은 형태와 물성을 컴퓨터 상에 재현하여 적용한 힘에 대한 초기

의 응력분포와 변위양상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33  

본 연구의 목적은 정중구개 미니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상악 전체 치열의 후

방이동시 소구치 부위 레버암의 길이와 후방 고정원의 위치에 따른 상악 치열

의 3차원적 변위양상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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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유한요소 모델의 제작  

 

정상교합을 갖는 성인의 표본조사를 통해 제작한 상악 치아 모형(Nissin 

Dental Products, Kyoto, Japan, Model-i21D-400G)을 레이저로 3차원 스캐닝하

여 치아의 윤곽선을 얻은 후, Andrews prescription34을 따라 각 치아를 배열하

였다. 치열궁의 형태는 Broad arch form(Ormco, Glendora, CA, USA)에 맞게 제

작하였으며, Spee 만곡과 Wilson 만곡은 부여하지 않았다. 치근막의 두께는 

Coolidge35, Kronfeld36의 연구를 근거로 0.25mm로 균일하게 설정하였고, 치조골

은 cementoenamel junction 하방 1mm 높이로 CEJ의 굴곡을 따라 제작하였다.  

브라켓은 micro-arch(Tomy Co, Tokyo, Japan) bracket을 근거로 모델링하였

고, 호선에는 강체의 물성을 부여하고, 브라켓과 호선 사이에는 play와 마찰

이 없도록 가정하였다. 또한, 교정력이 적용되는 제 1소구치에 과도한 응력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치아의 설측에 브라켓을 위치시키고 이를 

splint wire로 연결하여 보강하였다.  

주호선은 0.019 x 0.025 inch 스테인레스 스틸 호선으로 설정하였고, 제 

1 소구치에 적용한 레버암은 0.9mm 스테인레스 스틸 호선을 사용하여 

교합면에 60°로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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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구성하는 치아, 치조골, 치근막, 호선은 등질, 등방의 선형 탄성체

(linear elasticity)로 가정하였으며, 각각의 물성치는 Tanne 등37, Jeong 등38, 

Sung 등39의 연구를 근거로 설정하였다(표 1).  

 

표 1. Material Properties 

 Poisson's ratio Young's modulus(g/mm2) 

Stainless steel   0.30 2.0E+07 

Alveolar bone 0.30 2.0E+05 

Periodontal ligament 0.49 5.0E+00 

Teeth 0.30 2.0E+06 

 

 

2. 실험 방법 및 유한요소 해석 

 

중절치부터 제 2대구치까지 존재하는 상악 모델에서, 제 1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 및 후방 고정원의 위치를 변화시켜 각각의 치아 변위 양상을 

평가하였다. 

제 1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는 0, 8, 16mm로 변화시켰으며, 교정력

이 적용되는 후방 고정원의 위치는 3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전후방적으로는 

제 1대구치와 제 2대구치의 인접면 위치이며, 각각 정중구개봉합에서 수평적

으로 0, 8, 16mm, 동시에 호선으로부터 수직적으로 16, 8, 2mm 위치에 설정하

였다(그림 1). 후방 견인력의 크기는 편측당 200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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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조건 (그림 1) 

 

A. 제 1소구치 레버암 길이가 0mm일 때, 후방 고정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치

열 변위 양상 비교 (그림 1, A)  

Condition 1.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 

Condition 2.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으로부터 수평적으로 8mm 

Condition 3.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으로부터 수평적으로 16mm  

 

B. 제 1소구치 레버암 길이가 8mm일 때, 후방 고정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치

열 변위 양상 비교 (그림 1, B) 

Condition 4.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 

Condition 5.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으로부터 수평적으로 8mm 

Condition 6.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으로부터 수평적으로 16mm  

 

C. 제 1소구치 레버암 길이가 16mm일 때, 후방 고정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치

열 변위 양상 비교 (그림 1, C) 

Condition 7.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 

Condition 8.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으로부터 수평적으로 8mm 

Condition 9. 후방 고정원 위치: 정중구개봉합으로부터 수평적으로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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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ever arm 길이와 후방 고정원 위치변화에 따른 실험 조건 도식. 

(A): 제 1소구치 레버암 길이가 0 mm 일 때 (Condition 1, 2, 3) 

(B): 제 1소구치 레버암 길이가 8 mm 일 때 (Condition 4, 5, 6) 

(C): 제 1소구치 레버암 길이가 16 mm일 때 (Condition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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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 해석 

ANSYS version 12.1 (Swanson Analysis System, Canonsburg, PA, USA)을 사

용하여 유한요소 분석을 시행하였다. 실험 모델은 사면체 형태의 요소를 사용

하여 제작되었고, 총 절점 수는 54,526개, 총 요소 수는 276,843개였다.  

  상악 양측 중절치의 절단연을 연결한 선의 중점을 원점으로 설정하였고, 내

외측 방향을 x축, 전후방 방향을 y축, 상하 방향을 z축으로 하여 치아 변위를 

평가하였다. +x 값은 외측(협측), +y 값은 순측(전방), +z 값은 상방(치근첨) 

방향을 각각 가리킨다. 

절치는 절단연의 중점과 치근첨, 견치는 치관첨과 치근첨, 소구치는 협측 

치관첨과 치근첨, 대구치는 근심협측 치관첨과 근심협측 치근첨의 절점의 좌

표값을 구하여 각각 치아의 x축, y축, z축 변위량을 계산하였다. 

 

그림 2. 실험 모델의 도식과 좌표축 설정. (A): Occlusal view. (B): Lat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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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Condition 1   

상악 6전치는 치관이 설측 변위, 치근이 순측 변위되는 비조절성 경사이동 

양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치관이 정출되었다. 치관 수준에서 내측 및 후상

방으로 작용하는 벡터의 영향으로 구치부는 치관의 원심 경사와 설측 경사를 

보였고, 악궁 전체 폭의 축소가 나타났다. 전치부 정출로 인한 교합평면의 회

전이 관찰되었다(그림 3). 

 

그림 3. Condition 1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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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2 

Condition 1 의 경우와 유사한 변위 양상을 보였으나, 상악 6전치 치관의 

설측 변위량과 정출량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교합평면의 회전이 좀 더 심화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Condition 2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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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3 

Condition 1,2 와 비교시 상악 6전치 치관의 설측 변위량과 정출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치근의 순측 변위량은 감소하여 조절성 경사이동 양상을 보

였다. 제 2대구치의 함입량이 증가하여 교합평면의 회전 양상도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났다. 치관 수준에서 협측을 향하는 벡터의 영향으로 구치부 치관의 

협측 경사와 이로 인한 후방부 악궁 폭의 확대가 나타났다(그림 5). 

 

그림 5. Condition 3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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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4 

상악 6전치의 치관과 치근 모두가 설측 변위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대구치 

치관의 원심 경사이동을 보였다. 모든 상악 치아가 함입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외력이 적용되는 제 1소구치의 함입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Condition 1 과 

비교시 벡터의 작용점이 좀 더 상방에서 형성되어 구치부 치관의 설측 경사량

이 더 작아, 후방부 악궁 폭의 축소도 더 작게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Condition 4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１３ 

 

Condition 5 

상악 6전치 치관과 치근이 모두 설측 변위되었으며, 구치부는 치관의 원심 

경사이동을 보였다. 중절치, 측절치, 제 1대구치의 정출 양상과 견치, 제 2대

구치의 함입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변위량이 미약하여 다른 조건들과 비교시 

교합평면의 수직적 변화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구치부 치근 수준에서 내측 

방향의 벡터가 작용하여 치근은 설측 경사, 치관은 협측 경사되는 양상이 나

타났고, 이에 따라 후방부 악궁 폭이 확대되었다(그림 7).  

 

그림 7. Condition 5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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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6 

Condition 5 의 경우와 유사한 변위 양상을 보였으나, 구치부에서 외측 방

향의 벡터가 좀 더 하방에 작용하여 구치부 치관의 협측 경사량과 악궁 폭의 

확대가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8).  

 

그림 8. Condition 6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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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7 

상악 6전치 치관의 순측 변위와 치근의 설측 변위가 나타났으며, 치근의 변

위량이 치관의 변위량보다 큰 원심 치근이동을 보였다. 상악 6전치는 모두 함

입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Condition 1-3 의 경우와는 반대 방향으로 교합평면

의 회전이 관찰되었다. 치근첨 수준에서 내측 및 후방으로 작용하는 벡터의 

영향으로 구치부 구개측 치근의 원심이동 및 설측 경사가 나타났고, 이로 인

해 구치부 치관이 근심 이동 및 협측 경사되어 후방부 악궁 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9). 

 

그림 9. Condition 7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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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8 

Condition 7 의 경우와 유사한 변위 양상을 보였으나, 상악 6전치의 함입량

은 더 적게 나타났다(그림 10).  

 

그림 10. Condition 8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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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9 

Condition 7, 8 의 경우와 유사한 변위 양상을 보였으나, 상악 6전치의 함

입량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1. Condition 9 변위 양상 도식.  

(위): 상악 전체 치열, (중간): 전치부, (아래): 구치부, (화살표):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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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상악 치아들을 원심이동시키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구내 장치들이 임상에서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대구치 원심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구치와 전치부의 

전방이동이 나타나고,2, 3 이후 다시 후방이동되어야 했기 때문에 전치부는 

round-tripping과 jiggling force에 노출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40 또한 원

심이동된 상악 구치의 높은 재발 경향으로 인해 구치 원심이동시 대구치 관계

를 3급까지 overcorrection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교정용 골성 고정원을 이용한 전체 치

열의 원심이동이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선택되고 있으며, 좋은 치료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Oh 등40은 상악 전체 치열의 원심이동을 통해 상악 전치부가 자

발적으로 2.62mm 원심이동되고, E-line에 대한 상순의 돌출도가 0.72mm 감소

하여 측모가 개선되고, 상악궁 부조화(ALD)가 2.06mm까지 해소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구개 경사면의 연조직 두께는 협측 치은보다 2~3배 두껍다고 보고되었으

며,41 이는 미니임플란트의 식립과 초기 안정성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반해 정중구개부는 약 1mm 두께의 각화 치은으로 균일하게 덮여있어 작

은 크기의 미니임플란트 식립에도 용이하며, 주위 염증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42 또한, 미니임플란트의 안정성은 피질골의 양과 질에 따라 크게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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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Wehrbein 등10-12은 건조 두개골을 통한 연구에서  정중구개부 주위의 

실제 수직적 골 두께가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상에서 관찰되는 양보다 최소 2mm

이상 더 크다고 보고하였고, 성인에서 전비극과 후비극 사이에 존재하는 

nasal crest의 평균 기저부 폭은 5.4mm, 높이는 5.6mm로 이는 미니임플란트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두께이다.43 또한 상악골은 대부분 D3나 D4 정도의 골질을 

가지는 다공성 골로 이루어진 반면, 정중 구개부의 경우 D1이나 D2 정도의 골

질을 보이는 치밀한 피질골로 구성되어 있어,44 미니임플란트의 안정성 확보

에 있어 최적의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정중구개부에 미니임플란트 식립시 치아에 교정력을 적용하기 위해 부가적

인 기공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식립시와 교정치료 중에 치근 손상

의 위험이 없으며 충분한 구개측 공간으로 미니임플란트에 extension arm을 

연결하여, 술자가 후방 고정원의 위치와 힘 벡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중구개 미니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상악 전체 치열의 후방이

동시 소구치 부위 레버암의 길이 변화와 후방 고정원의 위치 변화에 따른 상

악 치열의 변위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3차원 유한요소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제 1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가 짧을수록 힘의 작용점이 저항중심 하

방에 위치하여(Condition 1-3), 상악 6전치 치관의 설측변위 및 정출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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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났고, 교합평면의 회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 고정원의 

위치가 정중구개봉합에서 교합면측으로 이동할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

적으로 전치부 치관 노출 정도가 불량한 II급 부정교합에서 치료방법 중 하나

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버암의 길이와 후방고정원의 위치를 조절하여 상악 치열의 저항중심 부근

에서 교합평면과 평행한 견인력을 적용할 경우(Condition 5), 상악 전체 치열

은 교합평면의 회전 없이 원심이동되었고, 저항중심부근에서 후상방으로 힘을 

가할 경우(Condition 4), 상악 전체 치열의 원심이동과 함입이 관찰되었다. 

이는 gummy smile을 동반한 II급 부정교합의 치료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

항이다.  

제 1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가 길수록 힘의 작용점이 저항중심 상방

에 위치하여(Condition 7-9), 상악 6전치 치근의 설측 변위 및 함입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교합평면의 회전이 나타났다. 이는 전치부 치축 각도가 불량

하여 치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역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나, 전치부 함

입과 구치부 정출로 교합평면이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측방 이동 양상은 저항중심에 대한 힘의 작용선의 수직적 위치와 벡터의 방

향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유한요소분석법은 모델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계적 

물성치에 따라 측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39, 45 적용된 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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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초기 이동 양상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생물학적 조직과 실제 모델 사이의 기계적 물성의 차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호선의 탄성 회복력 변화, 교합력 등의 임상적 요소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모델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46 결과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모델 구성 

요소들을 등질, 등방의 선형 탄성체로 가정하고, 브라켓과 호선 사이 마찰 및 

play가 없도록 설정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구강 내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들과 공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교정 임상에서 치아 이동 양상을 예측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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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제 1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가 짧을수록 힘의 작용점이 저항중심 

하방에 위치하여, 6전치 치관의 설측변위 및 정출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교합평면의 회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 고정원의 위치가 정중

구개봉합에서 교합면측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다. 

2. 제 1소구치에 연결된 레버암의 길이가 길수록 힘의 작용점이 저항중심 상

방에 위치하여, 상악 6전치 치근의 설측 변위 및 함입 경향이 크게 나타

났고, 교합평면의 회전이 나타났다. 

3. 레버암의 길이와 후방고정원의 위치를 조절하여 상악 치열의 저항중심 부

근에서 교합평면과 평행한 견인력을 적용할 경우, 상악 전체 치열은 교합

평면의 회전 없이 원심이동되었고, 저항중심부근에서 후상방으로 힘을 가

할 경우, 상악 전체 치열의 원심이동과 함입이 관찰되었다. 

4. 측방 이동 양상은 저항중심에 대한 힘의 작용선의 수직적 위치와 벡터의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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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skeletal anchorage for the retraction of entire maxillary 

dental arch has several advantages such as preventing anchor loss and 

reducing treatment time. 

In the upper arch, midpalatal suture area can secure the stable 

skeletal anchorage and has enough space in the palatal inclined plane 

for the lever arm to control the line of 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ength 

of lever arm and location of posterior anchorage on maxillary total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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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action using midpalatal mini-implant by means of a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A three-dimensional model of the maxillary dental arch was produced 

for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s the length of lever arm connected to 

upper first premolar and the location of posterior anchorage were 

changed, displacement pattern of maxillary dental arch was analyzed on 

the antero-posterior, vertical, and lateral directions. The results were 

as the following; 

 

1. As the length of lever arm connected to the first premolar was 

decreased, the point of force application was below the center of 

resistance, which resulted lingual crown movement and extrusion of 

six anterior teeth, and rotation of the occlusal plane. This tendency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location of posterior anchorage was 

changed from the midpalatal suture to occlusal plane. 

 

2. As the length of the lever arm connected to the first premolar was 

increased, the point of force application was above the center of 

resistance, which resulted lingual root movement and intrusion of six 

anterior teeth, and rotation of the occlus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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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n the retraction force was applied parallel to the occlusal plane 

near the center of resistance of maxillary dental arch, the entire 

maxillary dental arch was retracted without rotation of the occlusal 

plane. When the force was applied superior-posteriorly around the 

center of resistance, distal movement and intrusion of the entire 

maxillary arch were observed. 

 

4. Lateral displacement pattern varied according to the vertical level 

of line of force on the center of resistance and the direction of 

forc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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