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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교교교정정정용용용 미미미니니니 스스스크크크류류류의의의 형형형상상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식식식립립립 토토토오오오크크크의의의 비비비교교교

  교정치료에서 고정원의 확보를 위해 최근 미니 스크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 스크류의 초기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식립 토오크

를 측정한다. 적절한 식립 토오크는 스크류와 골과의 경계에 적절히 작용하여 실

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너무 낮은 식립 토오크는 안정성이 없으며 반면에 너

무 강한 식립 토오크는 열, 기계적 손상으로 골 괴사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임상적으로 스크류의 길이와 직경 및 형태 등을 달리하여 

식립 토오크를 측정해서 스크류의 각 부분에 대한 세분화된 토오크를 결정하고

자 하였다. 또한 스크류와 치밀뼈의 상관성을 알아보아 치밀뼈의 두께에 따른 스

크류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미니 스크류는 cylindrical type과 taper type의 교정용 미

니 스크류이며, 스크류의 외경과 길이를 달리하여 식립 토오크를 비교해 보았고 

시편의 피질골 두께를 달리하여 치아 교정용 미니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를 측정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5 mm bone block에 cylindrical type 스크류와 taper type 스크류의 길

이를 달리한 식립 토오크의 실험 결과, 두 형태 스크류 모두에서 길이가 길수록 

더욱 큰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을 보였다. 특히 cylindrical type 스크류에선 길이

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p<0.05).

2. 미니 스크류의 식립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적인 식립 토오크를 측정한 결

과 cylindrical type 스크류는 불완전 나사부, taper type 스크류는 경사진 부분

에서 식립토오크가 증가하였다. cylindrical type의 스크류는 보다 연속적인 그

래프 형태를 보였고, taper type은 마지막 부위에서 식립 토오크가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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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경이 커질수록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은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p<0.05).

4. 모든 스크류에서 피질골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다 큰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을 

보였으며 피질골 두께가 1.0 mm와 1.5 mm일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피질골 

두께가 1.5 mm와 2.0 mm일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

5. 형태와 외경, 길이는 모두 토오크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식립 토오크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경, 형태, 길이 순서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경이

며 taper type 스크류가 cylindrical type 스크류에 비해 큰 토오크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밀골이 얇은 부위엔 치근간 범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외경이 굵은 스크류나 taper type 스크류가 유리하겠고, 치밀골이 두꺼

운 하악 구치부나 정중구개봉합부위에는 외경이 가는 스크류나 cylindrical type 

스크류를 식립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핵심되는 말 : 미니 스크류, 식립 토오크, 외경, 길이, 형태, 피질골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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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교정정정용용용 미미미니니니 스스스크크크류류류의의의 형형형상상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식식식립립립 토토토오오오크크크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지도 : 황 황 황 황 충 충 충 충 주주주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임임임 선선선 아아아

1.1.1.1.서론서론서론서론

  교정치료에서 적절한 고정원의 확보는 치료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고정원이란 원치 않은 치아이동에 대한 저항으로, 치아의 삼차원적인 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원하는 치아이동을 위해서 적용되는 작용력은 언제나 그와 동

등하고 반대방향인 반작용력이 발생되고 이러한 반작용력은 불필요한 치아의 이

동을 야기하므로 치료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치료기간을 연장시키게 된다. 일반적

으로 치열을 고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손쉽고 간단하지만 교정력에 대한 반작

용으로 원치 않은 치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두부나 경부를 통한 구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심미적인 면과 불편감 등의 이유로 환자들의 협조도가 낮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정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골 내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고정원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제약

을 극복할 수가 있다. Aronson 등(1990), Asikanine 등(1997), Majoub 등

(1999), Pauw 등(1999), Smalley 등(1998), Wehrbeine 등(1997)은 동물실

험에서 골유착 임플란트(osseointegrated implant)가 교정적 고정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Higuchi 등(1991), Wehrbein 등(1998)은 임상연구에서

도 이들 골유착 임플란트가 안정적인 고정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골유착 임플란트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하며 골

유착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임플란트의 크기로 인해 식립 부위의 한계를 가져 

교정용 고정원으로 적절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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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s 등(1990), Wehrbein 등(1996), Melsen 등(1998), Umemori 등

(1999)과 정 등(2003) 많은 선학들에 의해 다양한 골내 고정원 시스템이 개발

되고 연구되었다. 특히 Kanomi(1997), Costa 등(1998)은 미니 스크류 타입의 

임플란트가 식립과 제거가 손쉽고, 식립 부위의 선택이 넓어 다양한 목적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식립 후 조기에 하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

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특히 유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과 최(2001), 

Miyawaki 등(2003)과 Cheng 등(2004)은 골유착성 임플란트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성공률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성공률이 낮은 경우에는 교정용 미니 스

크류에 의존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상적인 치료 수단으

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예측가능하며 재현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Miyawaki 등(2003)과 

Cheng 등(2004)은 식립 부위의 피질골의 골질 및 골량, 식립 술식과 술자의 숙

련도, 그리고 교정용 임플란트의 재질과 디자인 등을 지적하였다. 경 등(2001)

은 미니 스크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령, 식립 부위 등의 환자와 

관련된 요소(patient factors)와 미니 스크류의 직경, 길이 등의 스크류와 관련

된 요소(screw factors), 그리고 미니 스크류의 식립 과정이나 치료 과정과 연

관된 요소(technical factors)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Miyawaki 등(2003)과 Cheng 등(2004)은 교정용 미니 스크류는 대부분의 

실패가 조기에 나타나므로 무엇보다 초기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형외과 

분야와 치과분야에서도 미니 스크류 타입이 고정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데 이들 스크류의 초기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를 측정한다. 교정용 미니 스크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도 

식립 토오크는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지지만 지금까지 보고 된 논문들 중에서 교

정용 미니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는 연구는 보고 된 바가 미미하며, 특

히 연속적인 토오크를 측정하여 스크류의 부분별 분석을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스크류의 길이와 외경 및 형상 등을 달리하여 

식립 토오크 값을 측정하여 임상에서 실패율을 최소화하는 안정된 스크류를 선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니 스크류 식립 초기부터 마지

막까지 연속적인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여 스크류의 각 부분에 대한 세분화된 토

오크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구강 내 스크류를 식립 할 수 있는 부위의 치

밀뼈의 두께는 각각 다르므로 스크류와 치밀뼈의 두께와의 상관성을 알아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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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뼈의 두께에 따른 스크류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II. II. 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재료재료재료재료

가가가가. . . . 교정용 교정용 교정용 교정용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스크류스크류스크류스크류

  Ti-6Al-4V ELI 소재의 cylindrical type과 taper type의 교정용 미니 스크

류(Biomaterials Korea Inc., 美安强 system,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스

크류의 기본형상은 Fig. 1과 같으며 각 스크류의 종류와 주요 치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Drawing of 1508C & 1508T screws.

l
l



- 4 -

Table 1. The kind of screws & main measurements (mm)

나나나나. . . . 실험용 실험용 실험용 실험용 인조골인조골인조골인조골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골을 대체하는 실험용 인조골인 Biomechanical Test 

Block(SAWBONES inc., U.S.A.)을 사용하였다 (Table 2). 

인간의 치밀골을 재현하기 위한 E-Glass-filled epoxy sheet의 두께를 

1.0mm, 1.5mm, 2.0mm로 가공하여, 해면골을 재현하기 위한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에 acrylate bond로 부착하여 세 종류의 Bone Block 시편

을 제작하였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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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bone block

다다다다. . . .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시험시험시험시험

  ASTM 543-02의 기준에 따라 제작된 토오크 시험기 (Biomaterial Korea 

Inc., Seoul, Korea, Fig. 2)를 이용하여 3 rpm의 일정 회전속도와 1.26 kgf의 

일정하중을 가하여 식립 위치까지의 식립 토오크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연속

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량으로 도시하였으며 분석사

진을 통하여 그래프와 식립 위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Fig. 3). 

Fig. 2.  Torqu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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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Graph with diagram of torque tester of 1508C screw on the     

         1.5mm cortical bone.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스크류의 스크류의 스크류의 스크류의 길이길이길이길이, , , , 외경 외경 외경 외경 및 및 및 및 형상에 형상에 형상에 형상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측정측정측정측정

   

  (1) 1.5mm 치밀골에 스크류의 길이에 따른 최대 식립 토오크 측정

      외경이 같고 길이가 다른 스크류를 비교하기 위하여 cylindrical type에서  

    는 1507C, 1508C, 1509C의 최대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taper type에서는 1506T, 1507T, 1508T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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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5mm 치밀골에 스크류 외경에 따른 최대 식립 토오크 측정

     길이는 동일하고 외경이 다른 cylindrical type 스크류 1208C, 1508C,    

   1808C, 2008C, 2508C 스크류의 최대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1.5mm 치밀골에 스크류 형태 비교

     cylindrical type 1507C, 1508C, 1509C와  taper type 1506T, 1507T,  

   1508T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의 연속적인 그래프를 분석하여 형태에 따른 토  

   오크 값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나나나. . . . 치밀골 치밀골 치밀골 치밀골 두께에 두께에 두께에 두께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측정측정측정측정

  cylindrical type의 스크류는 1508C, 2008C, 2508C, taper type의 스크류는 

1506T, 1507T, 1508T를 1.0mm, 1.5mm, 2.0mm의 치밀골 두께의 변화에 따

른 최대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였다. 연속적인 토오크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치밀

뼈 두께에 따른 스크류의 형상이 토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3. 3. 3.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처리처리처리처리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Win 12.0이고 사용한 분석방법은 

Kruskal-Walis 검정이다.

         



- 8 -

III. III. III. I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스크류의 스크류의 스크류의 스크류의 길이에 길이에 길이에 길이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측정측정측정측정

   1.5mm 두께의 치밀골에서 cylindrical type 스크류와 taper type 스크류 모

두 길이가 길수록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이 커졌다. 

  cylindrical type 스크류에서는 보다 일정한 경사의 기울기를 가지며 taper 

type 스크류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기울기가 급변하였다. A부분은 스

크류가 초기에 치밀뼈를 뚫는 데까지 이며 B부분은 스크류 중간의 원통형 부분

이 식립되는 구간이고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C부분은 스크류의 경사진 부분이 

식립되는 구간인데 taper type의 스크류에서 C부분이 보다 급변하였다 (Fig. 4, 

5).

       A : The section of perforating cortical bone at initial phase

        B : The insertion section of cylindrical part

        C : The insertion section of taper part

Fig. 4. The change of torque depending on the length of cylindrical type  

        screw on the 1.5mm cortic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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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The section of perforating cortical bone at initial phase

        B : The insertion section of cylindrical part

        C : The insertion section of taper part   

                     

Fig. 5. The change of torque depending on length of taper type screw   

        on the 1.5mm cortical bone.

Table 3. Maximum Insertion Torque depending on the length of sc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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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1.5mm cortical bone 

     Significance determined by Kruskal-Walis test   

     * Statically signigica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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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ximum Insertion Torque depending on the length of screws   

         on the 1.5mm cortical bone.

  1.5mm 두께의 치밀골에서 스크류 길이에 따른 최대 식립 토오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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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rical type 스크류보다 taper type 스크류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길이가 길

수록 큰 값을 가졌다 (Fig. 6). 길이에 따른 스크류의 최대 식립 토오크를 

Kruskal-Walis test로 분석해보면 cylindrical type 스크류에서는 길이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p<0.05) (Table 3).  

2. 2. 2. 2. 스크류 스크류 스크류 스크류 외경에 외경에 외경에 외경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측정측정측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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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hange of torque depending on the external diameter of      

         cylindrical type screw on the 1.5mm cortical bone.

 

 

Table 4. Maximum Insertion Torque depending on the external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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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screws

  Significance determined by Kruskal-Wa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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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Maximum Insertion Torque depending on the external diameter  

         of screws.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직경이 증가할수록 보다 큰 최대 식립 토오크값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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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외경이 증가할수록 연속적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Fig. 7, 8). 외경에 따른 최대 식립 토오크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0.001) (Table 4).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sertion torque among to        

           shape, length and diameter of screws 

  다중회귀분석에 의하면 형태와 직경, 길이는 모두 토오크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토오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경, 형태, 길이 순서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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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피질골 피질골 피질골 피질골 두께에 두께에 두께에 두께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측정측정측정측정

  모든 스크류에서 피질골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다 큰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을 

보였다. 그런데 1508C를 제외하고는 피질골 두께가 1.0mm와 1.5mm일때는 차

이를 보이지만, 피질골 두께가 1.5mm와 2.0mm일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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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ximum Insertion Torque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cortic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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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ximum Insertion Torque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cortical bone 

Significance determined by Kruskal-Walis test

* Statically signigicant, p < 0.05

  2508C와 taper type 스크류에선 피질골 두께 변화에 최대 식립 토오크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6). 피질골이 두꺼워질수록 최대 식립 

토오크 값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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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질골 두께를 달리 했을때 1.0mm에서 가장 작은 최대 식립 토오크값을 보이

며, 2.0mm에서 가장 큰 최대 식립 토오크값을 보였다. 특히 1.0mm와 1.5mm

에서 최대 식립 토오크가 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1.5mm와 2.0mm에서는 그 차

이가 작아졌다 (Fig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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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총괄 총괄 총괄 총괄 및 및 및 및 고찰고찰고찰고찰

  여러 형태의 스크류가 다양하게 정형외과 분야와 치과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 이런 스크류는 탈락하지 않고 안정성 있게 골절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Nordin 등(2001)과 Cunningham 등(2001)은 스크류의 탈락은 불량

한 bone-screw interface에 의한 염증이 주요인이겠지만 기계적인 요인도 중

요하다고 언급했다. Yerby 등(2000), Ryken 등(1995), Lu 등(2000), 

Oktenoglu 등(2001)은 스크류 삽입에 필요한 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스크

류의 직경, 길이, pilot hole 직경, 스크류 thread의 형태, 골의 밀도 등을 이야

기했다.  Wiley 등(1999) 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스크류의 초기 안정성을 결정

하는 요인으로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으며 적절

한 식립 토오크는 스크류와 골과의 경계에 적절히 작용하여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너무 낮은 식립 토오크는 안정성이 없으며 반면에 너무 강한 

식립 토오크는 열, 기계적 손상으로 골 괴사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Koistine 등(2003)은 식립 토오크는 fixation strength, screw pull-out force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한편 치과용 임플란트에서도 Ostman 등(2005)은 초기 임플란트 안정성 평가

를 위해 식립 토오크와 resonancy frequency test를 시행하여 해당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인정했다. Homolka등(2002)은 implant 식립 전 촬영한 

QCT(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이미지로부터 계산된 BMD(Bone 

Mineral Density)가 implant 삽입시의 식립 토오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

고 Bambini(2005), O'Sullivan 등(2004)도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을 달리한 두 

그룹의 초기안정성 평가를 위해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였다.

  교정용 미니 스크류도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식립 토오크는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지는데, 이러한 안정성의 평가로 지금까지 보고 된 논문들에서 교정용 미니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는 연구는 보고 된 바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선 임상적으로 스크류의 길이와 외경 및 형상 등을 달리하여 

식립 토오크 값을 측정하여 임상에서 실패율을 최소한으로 하는 안정된 스크류

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미니 스크류 식립 초기부

터 마지막까지 연속적인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여 스크류의 각부분에 대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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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 토오크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재료인 교정용 미니 스크류는 Ti-6Al-4V ELI 소재의 

cylindrical type과 taper type의 교정용 미니 스크류(Biomaterials Korea 

Inc., 美安强 system, Seoul,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의 변수를 형태, 외

경, 길이에 두고 다른 변수의 작용을 제거하고자 동일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실

험에 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ASTM(American Standard 

Specification and Test Methods) F543-02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ASTM 

F543-02 규정은 Metallic Medical Bone Screw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규정으

로 치아 교정과 영역에서의 미니 스크류의 중요한 특성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교정 영역에 중요한 특성에 맞는 항

목으로 준용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ASTM은 Driving Torque Test 시에 1-5rpm의 속도로 회전력을 주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rpm의 회전 속도로 고정하여 평가하였다.

ASTM에서는“식립 토오크”를“스크류를 물질 속으로 진입시킬 때 스크류와 

물질 사이의 마찰력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토오크의 양”이라고 정의하여 초기 4

회전 동안에 얻어진 최대값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식립 토오크

를“회전을 계속 하는 동안에 screw failure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록된 최대의 

토오크의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영역에서는 피질골을 뚫는 초기 토오크의 개념으로 식립 토오크

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정해진 식립 부위까지 나타나는 최대 식립 토오크로서 

최대 식립 토오크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식립부까지의 최대 식립 토오크를 주요 인자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고, 각 스크류의 길이, 외경, 형상을 달리하여 스크류

를 물질 속으로 진입시킬 때 스크류와 물질 사이의 마찰력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토오크의 양인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여 안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스크류가 사용되어지는 곳은 상악과 하악의 피질골이다. Koistinen 등

(2005)은 식립 토오크는 BMD(bone mineral density)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Seebeck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스크류와 골 사이에 전해지는 

최대 하중이 피질골의 두께와 수질골의 밀도와 가장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박 

등(2002)은 CT 이미지를 이용한 Micro-implants 식립을 위한 해부학적 연구



- 20 -

에서 피질골의 두께는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이행할수록 두꺼웠고 특히 하악골 

구치부에서 가장 두꺼웠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치아 교정용 미니 스크류의 생역학적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실험의 간편성을 위해서 골 시편의 

피질골 두께를 1.0mm, 1.5mm, 2.0mm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Biomechanical Test Block(SAWBONES inc., U.S.A.)을 사용하였

다. SAWBONES사에 의하면 인간의 피질골에 대한 대체 실험 재료는 

E-Glass-filled Epoxy sheet로 Short E-Glass fibers와 Epoxy Resin의 혼

합물이며 인간의 해면골에 대한 대체 실험 재료는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이다. 이는 인체에서 토오크 시험을 연구하는 것은 어렵고, 인간 골을 이용

할 경우 식립 부위에 따라 피질골의 두께가 다르고 골 밀도도 다르기 때문에 토

오크 값을 서로 비교하기가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험용 골 시편을 사용하

면 피질골 두께를 규격화시키기 쉽고 피질골과 해면골에서의 골 밀도도 정해진 

값을 가지게 되므로 연구의 변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SAWBONES사에 의하면 

Biomaterials에 대한 기계적인 실험을 할 때 cadaver 시편보다 실험용 골 시편

을 사용하면 보다 믿을만하며 하중을 주는 부위에 따른 변이가 적고 특별한 조

작이나 보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실험

에 사용된 실험용 골시편의 치밀골은 밀도가 1.7 g/cc 이며 수질골은 0.64 g/cc 

였다. Misch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하악골의 밀도가 0.85~1.53 g/cc로 평

균 1.14 g/cc인데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골시편의 밀도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

는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 값이 인체에서와는 다를 수 있으며 단지 기계적인 실

험에 대한 결과 값임을 밝혀둔다.

가가가가. . . . 길이와 길이와 길이와 길이와 형태에 형태에 형태에 형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시험에 시험에 시험에 시험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1.5mm bone block에 cylindrical type 스크류와 taper type 스크류의 길이

를 달리한 식립 토오크 시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찰해보면 두 형태 스크류 모

두에서 길이가 길수록 더욱 큰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을 보이고 있다 (Fig. 4,5). 

특히 cylindrical type에선 길이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Table 3).

  본 연구에서는 미니 스크류 식립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적인 식립 토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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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여 스크류의 각 부분에 대한 세분화된 토오크를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두 형태에서 모두 연속적인 토오크 그래프를 보면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Fig. 4, 5). A부분은 스크류가 초기에 치밀뼈를 뚫는데 까지이며, B부분은 스

크류 중간의 원통형 부분이고,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C부분은 스크류의 경사

진 부분이다. 

  cylindrical type에서 taper type 에 비해 식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특

히 치밀뼈를 뚫는데 필요한 시간이 A부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두 형태 모

두 flute의 숫자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taper type의 형태적 

특징으로 하중이 보다 집중력있게 전해지므로 치밀뼈를 빨리 뚫을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cylindrical type에선 외경은 유지되면서 나사부의 윗부분에 나사선이 넓어지

는 부분인 불완전 나사부(0.5~1 pitch) 부분이 존재하며, taper type에선 구조

적으로 dual core diameter를 가지는데 tip을 제외한 나사부가 내경과 외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paralleling part와 내경과 외경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연조직 

접촉부와 이행되는 경사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개의 연속적 그래프를 통

해서 보면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는 스크류의 마지막 부분인 cylindrical type의 

불완전 나사부와 taper type의  경사진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두가지 스크류의 형태학적 특징으로 인함인데 taper type의 경사진 

부분에 의해  taper type의 스크류에서 보다 급격한 토오크 값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나나나나. . . . 외경에 외경에 외경에 외경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식립 식립 식립 식립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토오크 시험에 시험에 시험에 시험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외경에 대한 실험은 cylidrical type의 스크류에서만 실시하였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외경이 증가할수록 보다 큰 최대 식립 토오크값을 보였다. 또한 외경

이 증가할수록 연속적 그래프의 기울기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Fig. 6,7), 외

경에 따른 최대 식립 토오크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Table 4). 즉 외경이 커지면  피질골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서 

급격한 토오크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지며 외경의 크기에 따라 토오크 

값의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는 외경

에 가장 크게 좌우됨을 추측할 수 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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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피질골 피질골 피질골 피질골 두께에 두께에 두께에 두께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분석분석분석분석

  모든 스크류에서 피질골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다 큰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을 

보였다. 그런데 1508C를 제외하고는 피질골 두께가 1.0 mm와 1.5 mm일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피질골 두께가 1.5 mm와 2.0 mm일 때는 별 차이가 없었

다. 이는 cylindrical type의  불완전 나사부와 taper type의 경사진 부분의 구

간이 1.9 mm 정도인데 이러한 구조물이 피질골과의 접촉 면적이 커지게 하면서 

식립 토오크를 증가시키게 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피질골이 1.0 mm일때는 

스크류의 경사진 부분이 1.0 mm는 피질골에 나머지 0.9 mm는 수질골에 적용

이 되어 경사진 부분의 절반 정도밖에 피질골에 적용이 안된다. 피질골이 1.5 

mm일때는 0.4mm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되므로 피질골 두께가 1.0 mm에서 1.5 

mm로 변할 때 토오크 값이 많이 상승한다. 반면 피질골 두께가 1.5 mm에서 

2.0 mm로 증가하면 경사진 부분의 작용부위가 1.0 mm에서 1.5mm 증가 시보

다는 피질골 접촉면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은 차이가 크

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만일 경사진 구간이 길이가 1.9 mm보다 길었다

면 아마 2.0 mm bone block에서 보다 큰 상승을 보였을 것이다. 임상적으로 

경사진 구간이 길면 치밀골 두께가 두꺼울 때 식립 토오크 값은 최대효과를 보

겠지만 그럴수록 치밀골은 bone crack이나 bone necrosis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적당한 토오크 값과 치밀골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충된 스크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치밀뼈가 얇은 전치부는 그 두께가 

1.0-1.5mm이므로 경사진 구간이 긴 스크류보다는 오히려 짧은 쪽이 유리하다

고 보여지며 부족한 식립 토오크 값은 치근간 거리가 허락허는 범위에서 굵은 

스크류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mm이상의 치밀뼈를 가진 하

악 대구치 부위엔 스크류의 불완전 나사부나 경사진구간이 긴 스크류를 사용할 

때 매우 큰 식립 토오크 값을 얻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너무 큰 식

립 토오크 값은 bone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토오크 값을 위해 오히려 

직경이 가는 스크류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가장 적절한 식립 토오크 

값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면 스크류의 

외경과 길이, 또한 형태등과 각각의 치밀골과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스크

류를 선택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508C와 taper 스크류에서는 피질골 두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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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Table  6). cylindrical type의 스크류에서는 스크류 외경이 작으면 피질

골 두께에 따라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스크류의 직경이 얇으면 치밀

골 두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스크류의 직경이 얇

으면 그 접촉 면적이 피질골 두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질골 두

께가 증가할수록 피질골을 뚫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할 뿐이며 그 이후는 시간

에 대해서 비슷한 토오크 증가율을 가지면서 최대 식립 토오크 값도 거의 일정

함을 보인다. 그리고 직경이 굵어질수록 치밀골 두께에 보다 큰 영향을 받으나 

taper type에서는 스크류 상부의 특징적인 경사진 구조로 인해 직경이 가는 스

크류에서 cylindrical type의 스크류 보다 더욱 치밀골 두께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르는 토오크 값의 증가량도 원통형부분 보다는 경사진 부분에

서 더 컸으며 피질골이 두꺼울수록 그 증가량이 더 커졌는데 이는 식립 토오크 

값을 상승시키는 데 경사진 부분의 역할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은 외경이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속적인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 그래프를 통해서 스크류의 

경사진 부분이 식립 토오크 증가에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밀골의 두께

를 달리 했을때 치밀골이 두꺼울수록 토오크 값은 증가하는데 따라서 치밀뼈가 

얇은 곳에선 치근간 거리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외경이 보다 굵고 길이가 짧은 

스크류가 식립 토오크 측면에선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립 토오크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선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 미니 스크류를 삽입할 때 골이 견

디는 범위 이상으로 토오크 값이 과도하면 골 파절이나 골 괴사를 초래할 수 있

으므로 골이 견디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토오크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

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심화된 연구에 의해 이 두 가지를 상충할 수 있는 식립 

토오크 값을 찾아낸다면 임상적으로 가장 적절한 스크류를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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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Cylindrical type과 taper type의 교정용 미니 스크류(Biomaterials Korea, 

Inc. 美安强 system, Seoul, Korea)를 사용하여 ASTM F543-02 규정을 준용

하여 분당 3회전의 일정한 속도를 가지는 구동모터식 토오크 테스터를 이용하여  

Biomechanical Test Block(SAWBONES inc., U.S.A.)에 미니 스크류를 삽입

하여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였다. 이때 스크류의 직경과 길이를 달리하

여 비교해보았고, 또한 시편의 피질골 두께를 1.0mm, 1.5mm, 2.0mm로 나누어

서 치아 교정용 미니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1.5 mm bone block에 cylindrical type 스크류와 taper type 스크류의 길

이를 달리한 식립 토오크의 실험 결과, 두 형태 스크류 모두에서 길이가 길수록 

더욱 큰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을 보였다. 특히 cylindrical type 스크류에선 길이

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 (p<0.05).

2. 미니 스크류의 식립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연속적인 식립 토오크를 측정한 결

과 cylindrical type 스크류는 불완전 나사부, taper type 스크류는 경사진 부분 

에서 식립토오크가 증가하였다. cylindrical type의 스크류는 보다 연속적인 그

래프 형태를 보이며 taper type은 마지막 부위에서 식립 토오크가 보다 크게 증

가하였다. 

3. 외경이 커질수록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은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p<0.001).

4. 모든 스크류에서 피질골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다 큰 최대 식립 토오크 값을 

보였으며 피질골 두께가 1.0 mm와 1.5 mm일 때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피질

골 두께가 1.5 mm와 2.0 mm일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

5. 형태와 외경, 길이는 모두 토오크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식립 토오크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경, 형태, 길이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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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에서 스크류의 식립 토오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경이

며 taper type 스크류가 cylindrical type 스크류에 비해 큰 토오크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밀골이 얇은 부위엔 치근간 거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외경이 굵은 스크류나 taper type 스크류가 유리하겠고 치밀골이 두꺼운 

하악 구치부나 정중구개봉합부위에는 외경이 가는 스크류나 cylindrical type 스

크류를 식립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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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The The The comparison comparison comparison comparison of of of of insertion insertion insertion insertion torque torque torque torque regarding regarding regarding regarding changes changes changes changes of of of of shape, shape, shape, shape, 
diameter, diameter, diameter, diameter, and and and and length length length length of of of of orthodontic orthodontic orthodontic orthodontic miniscrewminiscrewminiscrewminiscrew

Seon-A L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ung-Ju Hwang, D.D.S., Ph.D.)

   Recently miniscrews have been widely used in orthodontic part for 
gaining anchorage. Insertion torque is measured generally for analysis of 
initial stability of miniscrews. Proper insertion torque can minimize failure 
by adequate effect to border between  screw and bone. Insertion torque in 
low level is unstable, the other side, in high level can lead to bone necrosis 
by thermal and mechanical damage.
   So, the insertion torque regarding changes of shape, diameter, and length 
of miniscrews was measured in this study. Above all, we would decide the 
divided torque value for each part of miniscrews by measuring of 
continuous insertion torque from initial stage of insertion to final stage of it. 
Also, for the thickness of cortical bone is different on insertion region, we 
would establish a standard of choice to miniscrews following the thickness 
of cortical bone. 
   In this study, orthodontic miniscrews of cylindrical type and taper type 
were used. We made a comparative study of miniscrews having different 
shape, diameter, length, and the thickness of cortical bone of 1.0 mm, 1.5 
mm, and 2.0 m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results of insertion torque test by changing the length of 

cylindrical type and taper type on 1.5 mm bone block were the 
more length, the more maximum insertion torque value in both 
type. Especially, the change of torque depending on the leng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in cylindrical type 
(p<0.05).

2.  The results of measuring continuous insertion torque from 
initial stage of insertion to final stage were that insertion 
torque was increased at incomplete head of cylindrical type, 
and taper part of taper type. The cylindrical type was showed 
a continuous graph, and the taper type was increased largely in 
fin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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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larger diameter, the more maximum insertion torque value.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4.   All screws showed the more thickness of cortical bone, the 
more maximum insertion torque values. By the way, there was 
large difference in 1.0 mm and 1.5 mm of the thickness of 
cortical bone, and no difference in 1.5 mm and  2.0 mm.

5. Insertion torque value    was under the influence of shape, 
diameter, and length and the order in large influenced was 
diameter, shape and length.

  As a result, it was diameter to influence the insertion torque of screws  
mostly and taper type screw had higher torque value than cylindrical type 
screw. So we think that large diameter or taper type screw are adequate on 
the part having thin cortical bone in permitting range of interdental space, 
and small diameter or cylindrical type screw are adequate on the mandibular 
molar or the midpalatal area having thick cortical bone.

Key Key Key Key wordswordswordswords : miniscrew, insertion torque, diameter, length, shape, thickness 
of cortic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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