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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정교합 환자에서 탄성 Ni-Ti alloy wire를 

이용한 비발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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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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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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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III  부정교합의 비발치 치료는 하악 치열의 원심이동과 상악 치열의 근심이동을 통하여 충 치료를 하게 
된다. 지 까지 하악 구치의 원심경사  후방이동을 시키기 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왔다. 골성 고정원
을 이용한 치료는 총생이 심한 경우와 같이 하악치열의 후방이동이 요구될 때 용되는데 환자의 조도와 무 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하악 치열의 후방 이동 시 치근 가능성이 있으며 골성 고정원의 탈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Multiloop edgewise arch wire (MEAW)와 악간 고무 을 이용한 치료는 효율 으로 하악 치아를 원심 경사할 수 

있지만, 장치의 복잡성 때문에 제작이 어렵고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향상된 탄성 
Ni-Ti alloy wire는 교정력을 좀 더 효과 으로 달할 수 있고, improved superelastic wire (ISW)를 이용한 tip-back은 
디자인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으로 와이어를 제작할 수 있으며, 환자의 불편감이 감소할 수 있다. 본고에서
는 향상된 탄성 Ni-Ti alloy wire와 악간 고무 을 이용하여 하악 구치부를 원심 경사이동한 증례를 소개하고, 효과
인 임상 용을 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치교정지 2011;41(4):297-306)

주요 단어: III  부정교합 치료, 치아의 후방이동, 탄성 Ni-Ti alloy wire, 발치 vs. 비발치

서론

  III  부정교합은 하악골 과성장으로 인하여 골격

과 치열의 부조화가 함께 나타나므로 이상 인 교

정치료를 해서는 골격 인 특성과 연조직 특징을 

고려한 정확한 진단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 

Border line 증례의 III  부정교합 환자의 교정 인 

보상치료로 비발치 치료에 한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되었으며 악간 고무 을 이용하여 체 하악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상악 치아를 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보상

인 치료법  multiloop edgewise arch wire (MEAW)

와 악간 고무 을 이용한 치료는 하악 치아를 원심 

경사할 수 있지만,1 장치의 복잡성 때문에 제작이 

어렵고 환자의 불편감을 증가시킨다는 단 을 가지

고 있다.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골성 고정원을 

이용한 치료도 환자의 조도와 무 하게 사용하여 

하악 치열을 후방 이동시킬 수 있지만,2 부가 인 

외과 인 술식이 필요할 수 있고 치열의 후방 이동

으로 인한 치근  는 탈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정 재료에 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NiTi가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물리  특성

이 향상된 탄성 Ni-Ti alloy wire (improved supere-

lastic wire, ISW)가 소개되었다.
3,4

 ISW의 가장 큰 특

징은 이력 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효

과 으로 교정력을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Ni-Ti bending을 한 열처리 후에도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며,5 와이어의 특정 부분에서 힘의 크기를 변

화시킬 수 있어 ISW가 개발됨에 따라 충 치료 방

법  기존의 방법들과 함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향상된 탄성 Ni-Ti alloy wire와 악간 고무 을 

이용한 술식은 교정력을 효과 으로 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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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ments Norm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SNA 81.6 84.4 83.8 

SNB 79.1 80.8 80.0 

ANB (degree) 2.4 3.6 3.8 

Wits -2.8 -4.4 -3.3 

Mn. body length (mm) 76.0 79.5 78.6 

Facial height ratio (%) 66.0 69.5 68.9 

SN to Go-Mn (degree) 34.0 29.6 30.2 

U1 to SN (degree) 106.0 108.9 109.8 

IMPA (degree) 94.0 104.2 102.4 

Rickett's E line (upper, mm) -1.0 -4.9 -0.5 

Rickett's E line (lower, mm) 1.0 4.7 2.1 

Table 1. Cephalometric data before and after treat-
ment

고, 디자인이 심 하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으로 와

이어를 제작할 수 있으며, 환자의 불편감도 크게 감

소시킬 수 있다. Hisano 등6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III  부정교합 환자를 충치료한 증례를 

소개하 다. 이때 치료 시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 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와이어의 tip back 

bend를 이용하여 치 을 후방경사시키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와이어에 굴곡을 풀어주거나, 평탄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치근을 후방이동시킨다. 두 단

계 동안에 고정원으로 악간 고무 을 사용하 다. 

이번 증례에서는 ISW tip back과 악간 고무 을 이

용한 하악 구치의 후방경사이동을 통한 치료효과 

 임상  고려사항에 해서 고찰해 보았다. 

진단

  23세의 여자 환자로 어 니가 잘 물리지 않는다는 

주소로 내원하 다. 특별한 의과  병력이나 가족

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진 시 안면의 심선과 상

악 치열의 심선은 일치하지만, 하악 치열 심선

이 1.5 mm 좌측 편 되어 있으며, 하악 구치가 

방 경사되어 III  구치 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상

악궁 견치간 폭경이 하악궁에 비해 상 으로 좁

아 치간폭경의 횡 인 부조화가 찰되었다. 노

라마 사진에서 하악 구치부가 근심 경사(mesial tip-

ping)되어 있으며, 하악 좌우측에 제3 구치가 존재

하 다. 측모 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분석한 결과 

SNA 84.4
o
, SNB 80.8

o
, ANB 3.6

o
, Wits －4.4 mm, 

mandibular plane angle 29.6o로 골격성 I  계를 보

이고, 수직 인 비율도 정상이었다. 이를 토 로 치

성 III  부정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I  부정교합으

로 진단하 다 (Table 1, Fig 1 and 2). 

치료목표  계획

  환자는 골격  문제가 없었으므로 고정식 교정장

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방 

경사되어 있는 하악 구치를 후방경사이동시키고 이

때 생기는 치부 공간을 이용하여 치부 총생을 

해소하고자 하 다. 하악 구치의 후방 경사이동 시 

미니스크류를 이용할 수 있지만, 환자의 치열 후방 

이동 시 미니스크류와 치근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 ISW tip back을 이용하기로 하 다 (Fig 3). 한 

악궁 간 횡 인 부조화는 상악에 하악궁에 조화된 

확장된 강선호선을 이용하여 확장을 시도하고자 하

다.

치료경과 

  고무  사용 시 상악 치아의 원하지 않는 이동을 

방지하고 상악궁 확장을 도모하고자 상악 좌측 견

치부터 우측 견치까지 0.022" slot의 Crystalline V
Ⓡ

 

(Tomy, Tokyo, Japan)를 부착하 고, 양측 견치 후방 

부 는 0.022" slot의 DamonⓇ (Ormco, Monrovia, 

CA, USA)으로 부착하 다. 하악은 0.018"의 Clippy 

CⓇ (Tomy, Tokyo, Japan)로 부착하 다. 기 배열

을 하여 상악에는 0.016" copper NiTi 하악에는 

0.014" NiTi를 장착하 고, 치아 배열을 진행하 다. 

3개월 후 상악에는 0.019" × 0.025" stainless steel 

wire, 하악에는 0.016" × 0.022" ISW (L&HⓇ, Tomy, 

Tokyo, Japan)를 장착하여 치 의 후방경사를 한 

1단계 치료를 시작하 다. NiTi bender (Bender soar-

er-IIⓇ, SHINWA, Tokyo, Japan)를 이용하여7 필요한 

치축 경사 변화량에 따라 연속 인 tip back bend를 

ISW에 부여하 고, III  구치부 계를 해소하기 

해서 III  악간 고무 (3/16 inch, 3.5 ounce)을 이

용하 다. 생역학에 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악간 

고무 을 사용함으로써 굴곡된 ISW에 의해 구치부 

치 에 tip back 모멘트와 치부에 수직력이 발생

하게 된다. 구치부 치 의 후방 경사 후 치근의 후

방 이동을 한 2단계 치료를 시작하 다. 치 의 

후방경사 이동 후 제2 구치와 제1 구치 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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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Fig 2. Panoramic and cephalometric radiographs befo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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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chematic diagram for ISW tip back and elas-
tic treatment. ISW, Improved superelastic wire.

이의 변연융선 차이가 발생되었다. 이것은 일시

인 상으로 2단계 치료가 진행되어 치근의 이동 

후 개선되었다. 최후방 치아부터 tip back bend를 풀

어주면서 치근의 후방 모멘트를 유도하 다. 이때 

고정원으로 3/16 inch, 3.5 ounce III  악간 고무 을 

상악 제1소구치에서 하악 견치까지 이용하 고, 2

단계 치료기간은 5개월이었다 (Fig 4).

결과

  치료 종료 시 하악의 골격 인 비 칭 때문에 하

악 치열 심선의 변 는 남아있지만, 측모두부 방

사선 사진 첩을 통하여 하악 제1 구치 치 의 

2.0 mm 후방이동과 하악 제1 구치 치근의 0.1 mm 

후방이동을 확인하 다. 즉, 하악 구치부의 후방 경

사 이동이 이루어져 치부 총생이 해소되었고 I  

구치  견치 계를 형성하 으며 상악궁의 확장

을 통하여 하악과의 횡 인 부조화가 개선되었다. 

하악 평면각이 치료  29.6
o
에서 치료 후 30.2

o
로 

미약한 수직 인 골격  변화가 일어났다. 하악 

치도 후방경사되어 아래 입술의 돌출도 개선되었다 

(Fig 5 and 6). 고정식 장치제거 후 상악과 하악에 

견치간 고정식 유지장치와 환상 유지장치를 장착하

여 보정을 시작하 다. 치료 종료 후 12개월 평가 

시에도 치열 계에서의 수평 , 횡 인 변화가 안

정 으로 유지되었다 (Fig 7). 

고찰

  성장이 완료된 III  부정교합은 치성인 경우와 

골격성인 경우, 두 가지가 복합 으로 나타난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치성 III  부정교합이거나 골격성 

III  부정교합이 미약한 경우 비발치 충치료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8,9

 본 환자는 골격 으로

는 I 이나, 하악 구치의 방경사로 인해 III  치

성 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하악 구치부의 후

방 경사이동을 치료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치료 방

법에 해서 고려하 다. 구치부 후방경사 이동을 

해서 미니 스크류와 같은 골성 고정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미니 스크류를 치근에 근 하여 식립하

는 경우 치근 으로 탈락할 수 있으며 구치의 후

방이동 시 치근과 하는 경우 치아이동에 제한

이 될 수 있다.
10

  다른 방법으로는 하악 구치부 

경사이동을 해 MEAW를 이용할 수 있다. 

  MEAW는 L-loop에 의한 하  변형률의 감소에 

의해 약한 교정력을 지속 으로 발휘하므로 보다 

생리 이며 효율 인 치아 이동이 가능하다.11,12 

MEAW는 0.016" × 0.022" 크기의 교정용 강선재로 

만들어지며, 측 치 원심부에서 후방의 모든 치아

의 부에 L-loop을 만든 것이다. MEAW는 요구

되는 치축 경사 변화량에 따라 와이어에 연속 인 

Tip-back bend를 부여하는데, 이에 의해 소구치에서 

구치까지 일제히 직립될 수 있다고 한다. Moon과 

Chang13은 MEAW 기법으로 치료된 치 개교 16증

례를 연구하 는데, 치료 후에 골격의 유의성 있

는 변화가 없었고, 상하악 구치부의 치축은 원심 경

사되면서 교합평면에 해 직립하 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증례는 치아 사이 호선의 하  변형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L-loop에 의해 장치 제작이 

복잡해지고, 환자의 불편감을 고려하여 새로 개발

된 ISW와 악간 고무 을 이용하기로 결정하 다. 

  MEAW와 동일하게 약하고 지속 인 교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ISW의 가장 큰 특징은 하  변형률

의 감소 뿐만이 아니라, 하 과 탈하  시의 에 지 

손실을 나타내는 이력 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 으로 교정력을 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7
 이에 따라 에 지의 분산이 어들어 spring- 

back 시 많은 에 지가 와이어에 내재되어 있다. 

한 Ni-TI bender를 이용한 열처리를 통한 상변형 과

정에서도 하  변형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구강

내 환경에서도 하  변형률이 유지된다.5 교정치료 

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호선 상에 선택 인 

bend를 부여하여 악궁 확장, compensating curve, tip- 

back bend, torque 등을 유도할 수 있다.

  ISW를 이용한 교정치료의 생역학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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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raoral photographs. A, First phase treatment for distal tipping of the crown of posterior teeth; B, 2nd phase
treatment for distal tipping of the root of posterior teeth.

두 단계에 의해서 치료가 진행된다.
13

 첫 번째 단계

에서 ISW tip back은 요구되는 치축 경사 변화량에 

따라 와이어에 NiTi bender를 이용하여 10 - 15o의 

tip back bend를 연속 으로 부여함으로써 일어난다. 

ISW 와이어를 장착 시 치부에 압하력이 발생하

게 되는데 치부의 악간 고무 은 치부의 압하

력을 보상하고, 구치부 치 의 tip back 모멘트에 

한 고정원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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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방 구치부터 bending을 풀어주거나, plain 와이어를 

이용하여 치근을 후방이동시키고자 하 다. 두 번

째 단계 동안에도 고정원으로 치부 악간 고무

을 사용하 다 (Fig 8).

  Horiuchi 등
14
은 II  I류 과개교합 성인환자를 비

발치로 ISW와 악간 고무 을 이용하여 치료하 고, 

Hisano 등6은 III  부정교합 환자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 다. 두 환자 모두 

유지기간을 가지고 찰한 결과 치료 결과가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이번 증례와의 차이 은 

상악 합치에 해서는 ISW호선을 사용하기보다 

고정원을 보강하기 해 022 bracket에 019" × 025" 

강선을 이용하 다는 에 차이 이 있다. 

  III  부정교합의 비발치 충 치료를 해 사용

할 수 있는 ISW tip back은 하악치열의 후방 경사이

동과 함께 고정원으로 사용한 악간 고무 에 의한 

상악 치열의 방이동, 하악의 후하방 회 이 일어 

날 수 있다.15 따라서 이 치료법을 이용하기 해서

는 한 증례선택이 필요하며, 임상 용 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제3 구치가 존재하

는 경우 하악 치열의 후방경사 치료를 시작하기 

에 제3 구치의 발치가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하

악치열의 후방이동 시 악궁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

를 방지하기 해서 와이어에 toe in bend를 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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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raoral photographs after 12 months of retention.

Fig 6. Panoramic, PA cephalometric radiographs after treatment, and superimposition of lateral cephalogram: pre Tx
(black line) to post Tx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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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ments (mm) Treatment change

Molar distal (mm)  1.95

Root distal (mm)  0.14

Molar vertical (mm) -3.02

Root vertical (mm) -0.54

OB (mm)  0.5

OJ (mm)  1.0

IMPA (degree) -1.8

U1 to SN (degree)  0.9

Anterior facial height (mm)  0.7

SN-Mn plane (degree)  0.2

Occ. plane (degree)  0.2

Molar distal, The distance from the contour of 

mandibular first molar to true vertical line; Root distal, 

the distance from the apex of mandibular first molar to 

true vertical line; Molar vertical, the distance from the 

contour of mandibular first molar to true horizontal 

line; Root vertical, the distance from the apex of 

mandibular first molar to true horizontal line.

Table 2. Cephalometric data of ISW tip back with elas-
tic

Fig 8. Two-phase treatment. A, Class III molar rela-
tionship; B, 1st phase treatment for distal tipping of 
the crown of posterior teeth; C, 2nd phase treatment 
for distal tipping of the root of posterior teeth.

야 한다. 한 장치가 치아의 측에 있으므로 tip 

back 모멘트가 측에서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에 

측 치  토오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와어어

에 굴곡 부여 시 설측 치  토크를 부여해야 한다.

  이 술식은 방 경사되어 있는 구치부의 tip back 

뿐 아니라 기타 목 으로 치료에 용할 수 있다. 

골격성 III  부정교합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악간 고무 을 사용하므로 치부 치성 개방 

교합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한 하악 치부 총

생이 심할 경우, 견치 후방의 구치부를 우선 으로 

tip back하여, 하악 치부에 공간을 만들고, 이 공

간을 이용하여 총생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술식도 몇 가지 한계 에 해 고려해

야 한다. 고정원으로 이용하는 악간 고무 은 환자

의 조도가 요구되어 환자의 조도가 없다면 

MEAW 치료법과 같이 방의 개방교합이 발생될 

수 있다. 장안모 환자의 경우 악간 고무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직고경 증가에도 주의해야 한다. 

일시 으로 ISW tip back 시 구치부 치 에 변연융

선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2단계를 실시하

여 치근의 이동이 이 지면 개선될 수 있는 상이

다. 

  ISW tip back과 악간 고무 을 이용한 2년 정도의 

안정성을 일부 증례 발표에서 보고되었다.6,14 앞으

로 한 증례선택 후, III  부정교합의 비발치 

충 치료 시 ISW tip back과 악간 고무 을 임상에 

용하여, 장기 인 안정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ISW tip back 치료 시 하악 치열의 후방경사이동

을 일으키며 고정원으로 사용한 악간 고무 에 의

해 미약한 하악의 후하방 회 이 일어났다. 본 치료 

방법은 골격 인 부조화가 심하지 않은 III  부정

교합자의 충치료를 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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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xtraction treatment in Class III malocclusion by using 

improved superelastic NiTi wire

Sam Min, DDS, MS,
a
 Churyung Chung, DDS, MS, PhD,

b
 Chung-Ju Hwang, DDS, MS, PhD,

c
 

Jung-Yul Cha, DDS, MS, PhD
b

Nonextraction camouflage treatment in mild Class III malocclusion is achieved by backward movement of the low-
er dentition and forward movement of the upper dentition. Many camouflage treatment modalities have been used 
for distal tipping and distal movement of mandibular posterior teeth. The amount of distal movement of man-
dibular dentition can be improved in cases of severe crowding, even without the patient’s cooperation, by using 
miniscrews for anchorage. However, miniscrew insertion may be unsuccessful, and it may contact the adjacent 
root because of the distal movement of dentition. Distal tipping of mandibular dentition can be achieved using 
multiloop edgewise archwires and intermaxillary elastics. However, the complexity of this wire design causes dis-
comfort to patients. Recently, a new treatment using improved superelastic NiTi wires (ISWs) and intermaxillary 
elastics has been introduced. ISWs can deliver orthodontic force more effectively, and their use with molar 
tip-back treatment has several advantages—this approach is effective, simple, and easy to use and reduces pa-
tient discomfor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port a case of camouflage treatment using ISW with tip-back 
and intermaxillary elastics for distal tipping of mandibular posterior dentition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treatment in a clinical setting. (Korean J Orthod 2011;41(4):29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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