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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임상에서 전통적으로 II급 구치관계의 해소를 위해서

는 headgear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headgear는 상악골

의 전방 및 수직 성장을 억제 시키는 효과 뿐만 아니라 
상악대구치 또는 전체 치열을 후방으로 이동시킴으로

써 효과적으로 II급 구치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1 하지만 
headgear는 환자의 협조를 필요로하는 단점이 있어 환
자의 협조도에 의존하지 않는 Samarium-Cobalt magnet, 
K-loop, Pendulum appliance, Jones jig, Distal jet, C-
space regainer, First class appliance (FCA) 등과 같은 많

은 구강내 장치들이 개발되어 왔다.2-8 하지만 이런 장치

들은 힘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전방 소구치의 근심 이동,3 
전치부의 고정원 소실과 전방 돌출로 인한 overjet의 증
가가 관찰되고, 상악대구치의 원심 경사 이동 또는 정출

이 일어나 개방교합 또는 치료 후 재발 등의 부작용이 발
생할 수도 있다.6,9,10

최근의  교정  치료에서는  교정용  mini-implant와 
miniplate를 이용한 temporary anchorage devices 
(TADs)를 사용하여 교정치료에 절대적인 고정원을 얻
게 되었다.11-14 골격성 고정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mini-implant와 sliding jig를 이용하는 방법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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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displacement pattern depending on type of sliding jig and 
application method during maxillary molar distalization with temporary anchorage devices (TADs). Materials and Methods:  Maxilla 
with normal tooth size and arch shape was selected to create a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which included the bracket, 
orthodontic main archwire, removable sliding jig (R-jig). The orthodontic mini-implant anchorage was set 8 mm superiorly from 
main archwire, buccally between the second premolar and first molar. The base experimental design was Condition 1, which was 
composed 0.019 × 0.025 inch stainless steel (SS) of wire size of R-jig, 200 gm force, un-tied state. And the other designs varied to 
wire size of R-jig, magnitude of for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Results: As the wire size of R-jig was increased, the deformation 
of R-jig was decreased. However, the displacement of second molar wasn’t different each other. As the force to second molar was 
increased, the more displacement of second molar was observed, and the more distal tipping movement, vetical displacement was 
observed. Conclusion: R-jig can get distal teeth movement in orthodontic treatment without side effects.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 2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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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본 저자는 임상에서

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sliding 
jig와 달리 main archwire를 제거하지 않고 쉽게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removable sliding jig (R-jig)를 이
용하여 구치를 원심 이동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방법은 별도의 기공실 작업 없이 진료실에서 간편하게 
제작하여 구치 원심이동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치아 이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석고 모형이나 방
사선 사진 등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생체 반응을 관찰

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이용하기도 하며, 또한 컴퓨터

를 이용한 유한요소법15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유한요소법은 형상이 복잡하고 균일하지 않
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을 분석하는 경우에 매우 유
용하게 쓰이며, 표면이나 내부 어느 곳에서도 각 부분의 
응력, 반력, 변위 등을 계산해 낼 수 있고, 변형 전후의 
상태를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성 교정장치에 적용한 removable 
sliding jig와 교정용 mini-implant를 이용하여 상악 구치

의 원심 이동 시 여러 조건에 따라 치아이동 양상이 어
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유한요소 모델의 제작

1) 3차원 영상 구축과 형상 모델링

정상적인 치아 크기와 정상적인 악궁 형태를 가진 모
델을 선택하여 상악골을 포함하는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단층촬영한 필름을 컴퓨터로 고정밀 스캔

하여 파일로 만들고 digitizing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치아 경계면의 좌표를 취득하였다. 좌측 상악의 중절치

부터 제2대구치까지 7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저
장된 치아 좌표 값으로부터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13.0 (Swanson Analysis System, Canonburg, 
PA, USA)의 선처리(preprocessor) 과정을 이용하여 3차

원 치아 형상을 모델링을 하였다.
치근막의 두께는 치근막이 치아의 바깥 둘레에 0.35 

mm 정도의 일정한 두께를 가지도록 모델링하였다. 치
아의 표면은 매끈한 곡선을 이루지 못해 실제 치근막의 
두께는 0.35 - 0.37 mm 정도로 모델링되었다. 치조골 부
분은 치근막 주위를 둘러싸는 형상으로 모델링을 하였

으며 치아에서 충분히 떨어진 기저부를 바깥경계로 모

델링하였다.
브라켓은 0.022 × 0.028 inch의 슬롯을 가진 Victory 

bracket (3M Unitek, Monrovia, CA, USA)을 참고하여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였고, 각 치관의 FA point16와 
브라켓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부착시켰다. 모델에서 교
합면에 수직으로 상악 중절치의 절단연에서 브라켓 슬
롯까지의 거리는 4.5 mm로 계측되었다. 주호선은 0.019 
× 0.025 inch stainless steel (SS) archwire를 사용하였고, 
골격성 고정원으로 사용된 mini-implant는 근원심적으

로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 협측에 위치하였으며, 
수직적으로는 주호선을 기준 치은측 8 mm 상방에 위치

시켰다.

2) R-jig

R-jig는 일반적으로 0.019 × 0.025 inch SS wire를 이
용하여 제작한다. 통상적으로 견치의 원심에서부터 원
하는 대구치 브라켓의 근심 사이에 R-jig가 위치하게 되
고, mini-implant에서 R-jig의 hook에 elastomeric chain
을 연결하여 치아에 원심력을 부여한다. 이번 연구에서 
R-jig의 모델링은 샘플 치아를 측정 비교하여 크기 및 위
치를 정하였다.

3) 유한요소 모델링

치아의 형상은 사면체 요소(tetrahedral element)를 사
용하였으며 한 변의 크기를 대략 0.38 - 0.45 mm로 분
할하였고, 분할 방법은 free meshing을 택하였다. 브라

켓은 형상이 규칙적이므로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였고 
mapped meshing을 택하여 분할하였다. R-jig 및 주호선

은 굽힘이 고려되는 빔 요소(beam element)를 사용하였

으므로 체적을 형성하지 않고 line mesh를 하였다. Ele-
ments의 수는 치아는 179,813, 치근막은 67,276, 골은 
191,106, 브라켓은 16,500, 주호선과 R-jig는 209개였으

며, Nods의 수는 치아는 37,169, 치근막은 22,796, 골은 
38,533, 브라켓은 21,945, 주호선과 R-jig는 253개였다.

2. 실험 방법 및 유한요소 해석

1) 실험 방법: 실험 모형의 설정

힘을 적용하는 방식은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 
협측의 치조골에 주호선으로부터 8 mm 상방 위치된 
mini-implant와 R-jig를 이용하여 기본 200 gm의 후방

력을 부여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임상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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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하여 구분하였는데, R-jig
의 단면 크기, 제2대구치에 가해지는 후방력의 크기

를 다르게 설정하여 5가지 다른 실험 조건을 만들었다

(Condition 1 - 5). 각각의 조건에서의 치아들의 변위량

과 변위 양상, 응력 분포, 그리고 R-jig의 변형 정도 등
을 0.019 × 0.025 inch SS wire로 제작된 R-jig의 결과

(Condition 1)와 비교, 분석하였다(Fig. 1A).

2) 유한요소 해석

유한요소 모델 상의 contour plot을 분석하고, 해당 치
아의 치관부(crown cusp)와 치근첨(root apex)에 위치

한 절점의 x축, y축, z축에 대한 변위량을 구하여 1,000
배로 확대한 치축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유한요소 모델 
상의 치아 이동량은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의 palatal 
cusp tip과 palatal root apex,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mesiopalatal cusp tip과 palatal root apex를 이용하여 치
아의 이동양상을 평가하였다. 이동 양상의 기준을 설정

하기 위하여, 상악 양측 중절치의 절단연을 이은 가상 
선의 중점을 원점으로 하여 x축을 제2대구치의 협설측 
방향, y축을 근원심 방향, z축을 상하 방향으로 설정하였

다. 제2대구치의 구개측 방향을 +x, 후방을 +y, 치근 방
향을 +z 방향으로 하고, xy 평면을 치아의 교합평면으로 
하였다(Fig. 1B).

각 치아의 x, y, z 축 상의 변위를 계측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축의 변화를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치주인대 내의 응력 변화는 응력의 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등가응력(equivalent stress)을 기준으로 한 응력 분
석을 수행하여 관찰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의 해석에 사
용한 프로그램은 ANSYS v13.0이었다.

3) 물성치 및 경계조건

실험에 이용된 치아, 치조골, 치근막과 선재는 모두 등
방(isotrophy), 등질(homogeneity), 선형 탄성체(linear 
elasticity)로 가정하였고, 각 구성 요소들에 부여되는 물
성치는 여러 연구17-19를 참고하여, Young’s modulus는 
치근막은 0.667, 골은 2,000, 치아는 20,000, 브라켓과 호
선은 200,000으로 하였고, Poisson’s ratio는 치근막은 
0.49, 골은 0.30, 치아는 0.30, 브라켓과 호선은 0.30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조건으로 치아에서 충분히 떨어진 

Fig.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e finite element models (A) and schematic lines of axis (B). R-jig, removable sliding jig.

A

B

Condition Wire size of R-jig Main archwire size Force magnitude

1 019 × 025 019 × 025 200 g

2 017 × 025 019 × 025 200 g

3 021 × 025 019 × 025 200 g

4 019 × 025 019 × 025 100 g

5 019 × 025 019 × 025 400 g

3-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maxillary molar distalization using R-jig with T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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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상단면 모든 절점의 X, Y, Z 방향 변위를 모두 구
속하였다. 또한, 실제 교정적 이동과 유사한 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 하중이 수평방향으로 똑바로 가해지도

록 Z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도록 경계조건을 부가하였

다. 브라켓은 치아에 고정되어 있지만 주호선 등의 외부 
구조물은 브라켓과는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으면서, 또
한 서로의 위치와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브라켓과 주호

선은 Z방향으로는 같이 움직이는 조건으로 coupling 하
였으며, 제2대구치는 브라켓과 주호선이 X, Y, Z 방향으

로 모두 같이 움직이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R-jig와 브라

켓은 제2대구치에서는 주호선에서와 같이 X, Y, Z 방향

으로 모두 같이 움직이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4) 하중 조건

이번 실험에서 하중상태는 다른 부분에는 하중이 가
해지지 않고, R-jig의 한쪽 끝에서 수평 방향의 하중이 
가해지는 상태이다. 실제 하중을 가하는 방법은 치아에 
mini-implant를 식립하고, R-jig와 mini-implant를 연결

하는 탄성 체인의 탄성을 이용하여 하중을 작용시킨다. 
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탄성 체인이 연
결 되는 점을 하중점으로 하였으며, 주호선과 같은 방향

으로 200 gm의 힘을 가하여 해석하였다. 

결과

1. R-jig의 와이어 단면 크기에 따른 비교

0.019 × 0.025 inch SS 주호선 상에서 기타 조건은 동
일하게 유지하고, R-jig의 제작 와이어 크기를 0.019 ×  

0.025, 0.017 × 0.025, 0.021 × 0.025 inch SS로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 각각의 전후방 변위량(평균 원심 변위량, 
경사 이동 정도), 수직 변위량, 회전 변위량, R-jig의 변형 
정도의 차이, 그리고 치주인대의 응력 분포에 대해 비교

하였다.
Table 1과 Fig. 2, 3을 보면 Condition 1에서, 제2대구

치는 y축 상에서 원심 경사 이동하였고, z축 상에서 정출

이 관찰되었다. x축 상에서 변위의 경우 제2대구치의 치
관(교두정)이 협측으로 이동하여 mesial out rotation과 
함께 외측으로 넓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전
방의 제1대구치, 제2소구치, 제1소구치는 변위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Condition 2에서는, Condition 1에 비
해 제2대구치의 원심 변위량이 감소하였고, 원심 경사 
정도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른 결과값들도 유사하였

다. Condition 3에서는, 반대로 Condition 1에 비해 제2
대구치의 원심 변위량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원심 경사 정도를 포함한 다른 결과값들

도 유사한 정도였다. Fig. 4는 R-jig의 단면 크기에 따른 
R-jig의 변형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변위량과는 다르

게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Fig. 5는 제2대구치의 치주인대에 발생한 등가응력

(equivalent stress) 분포를 협측면과 설측면, 그리고 치근

방향에서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제2대구

치의 두 협측 치근 사이의 분지부와 구개측 치근의 치근

첨 부위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Condi-
tion 1 - 3 모두에서 최대 등가응력값은 0.0141 MPa로 
나타났다(Table 1, Fig. 2 - 5).

Table 1. Values of  displacement (mm) of  second molar in Condition 1 - 3

Condition 1 Condition 2 Condition 3
MPC PR MPC PR MPC PR

X -3.950E-04 7.574E-04 -3.910E-04 7.534E-04 -3.936E-04 7.552E-04
Y 4.313E-03 -3.094E-03 4.306E-03 -3.086E-03 4.321E-03 -3.083E-03
Z -5.134E-04 -2.377E-04 -5.128E-04 -2.377E-04 -5.143E-04 -2.385E-04

rad 4.038E-04 4.049E-04 4.035E-04
MPC, mesio-palatal cusp; PR, palatal root apex.
-x means outer movement, +y means posterior movement, -z means extrusive movement, rad means the angle between two radii of  a circle that 
cut off  on the circumference an arc equal in length to the radius.

Tark MH, Lee K, Cho JW, Chee YD, Cho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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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Y-Z linear chart in displacement of second molar (1,000 times magnified). A solid line, before displacement; A 
dotted line, after displacement. Second molar tend to move distally and extr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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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placement pattern of second molar (200 times magnified). Dotted mesh, before displacement; Colored mesh, 
afte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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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stress contour of PDL in second molar.

Axial view Lingual view Buccal view

Condition 1

Condition 2

Condition 3

Fig. 4. The deformation of the R-jig caused by distalization force.

Condition 1 Condition 2 Condi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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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ues of  displacement (mm) of  second molar in Condition 1, 4, 5

Condition 1 Condition 4 Condition 5
MPC PR MPC PR MPC PR

X -3.950E-04 7.574E-04 -1.557E-04 2.789E-04 -6.227E-04 1.115E-03
Y 4.313E-03 -3.094E-03 1.466E-03 -1.070E-03 5.862E-03 -4.280E-03
Z -5.134E-04 -2.377E-04 -2.756E-04 -1.795E-04 -1.103E-03 -7.180E-04

rad 4.038E-04 1.397E-04 5.588E-04
MPC, mesio-palatal cusp; PR, palatal root apex.
-x means outer movement, +y means posterior movement, -z means extrusive movement, rad means the angle between two radii of  a circle that 
cut off  on the circumference an arc equal in length to the radius.

2. R-jig에 가해지는 후방력의 크기에 따른 비교

0.019 × 0.025 inch SS 주호선 상에서 기타 조건은 동
일하게 유지하고, 제2대구치에 가해지는 후방력의 크기

를 100 gm, 400 gm으로 다르게 하여 각각 제2대구치의 
전후방 변위량 차이, 원심 경사 이동 차이, 수직 변위량 
차이, 회전 변위량 차이 그리고 응력 분포 양상을 비교

하였다.

Table 2와 Fig. 6, 7을 보면 Condition 4에서는 Condition 
1에 비해서, 제2대구치의 원심 변위량, 원심 경사 경
향, 정출 방향 수직 변위량, 그리고 mesial out rotation
과 함께 외측으로 넓어지는 양상 모두 감소하였다. 반대

로 Condition 5에서는 Condition 1에 비해서, 제2대구

치의 원심 변위량, 원심 경사 경향, 정출 방향 수직 변위

량, 그리고 mesial out rotation과 함께 외측으로 넓어지

는 양상 모두 증가하였다. Fig. 8은 후방력의 크기에 따

Fig. 6. Y-Z linear chart in displacement of second molar (1,000 times magnified). A solid line, before displacement; A 
dotted line, after displacement. Second molar tend to move distally and extrude.

Contidion 1 Contidion 4 Contidion 5

25

20

15

10

5

0

25

20

15

10

5

0

25

20

15

10

5

0

Z-
ax

is

Z-
ax

is

Z-
ax

is

30          40           50

Y-axis

30          40           50

Y-axis

30          40           50

Y-axis

3-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maxillary molar distalization using R-jig with TADs



272 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265-77

른 R-jig의 변형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Fig. 9는 제2대

구치의 치주인대에 발생한 등가응력(equivalent stress) 
분포를 협측면과 설측면, 그리고 치근방향에서 각각 나
타낸 것이다. 그림 상 제2대구치의 응력 분포 양상은 크
게 다르지 않지만, Condition 1에 비해 Condition 4에서 
원심 협측 치근의 구개측 치근면과 구개측 치근의 구개

측 치근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심측 치근면에서 응력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Condition 5는 
Condition 1에 비해서 큰 응력 수준을 보였다. 최대 등
가응력 값은 Condition 1, 4, 5에서 각각 0.0141, 0.0053, 
0.0212 MPa로 나타났다(Table 2, Fig. 6 - 9).

Fig. 7. Displacement pattern of second molar (200 times magnified). Dotted mesh, before displacement; Colored mesh, 
after displacement.

Condition 1

Condition 4

Condition 5

Fig. 8. The deformation of the R-jig caused by distalization force.

Condition 1 Condition 4 Condition 5

Tark MH, Lee K, Cho JW, Chee YD, Cho JH



273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265-77

고찰

II급 구치관계를 개선하거나 상악 치열궁에서 발치 없
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악 구치의 원심

이동이 필요하며 현재는 많은 mini-implant나 miniplate 
등의 골격성 고정원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시
도되고 있다. 이전에 Byloff  등11은 고정원 부위가 구개

골에 식립된 4개의 titanium miniscrew와 연결된 아크

릴 상으로 구성된 Graz implant-supported pendulum 
appliance를 고안하여 기존의 장치에 골격성 고정원이 
부가된 새로운 장치 디자인을 시도하였고, Keles 등12

은 Keles slider appliance에 있는 Nance button 대신에 
osseointegrated palatal implant를 적용하여 사용하였

다. 그리고 Park 등13은 microscrew implant anchorage
를 사용하여 구치 원심 이동을 시도하였고 전치부의 고
정원 소실이 현저히 감소한 성공적인 원심이동을 보고

하였다. 또한 Kircelli 등14은 bone-anchored pendulum 
appliance를 사용하여 구치 원심 이동을 시도해 전방 치
아의 근심 이동 등의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구치 원심 
이동을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ini-implant와 R-jig를 이용하는 방법은 임상에서 별
도의 기공실 작업 없이 간편하게 구치 원심이동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저자는 기존의 sliding jig와 달
리, main archwire를 제거하지 않고 쉽게 적용이 가능

한 새로운 형태의 removable sliding jig를 고안하였으며 
임상치료에서 많은 환자에서 구치를 원심 이동시키는 

Fig. 9. The stress contour of PDL in second molar.

Axial view Lingual view Buccal view

Condition 1

Condition 4

Condi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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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0.019 × 0.025 
inch SS wire를 R-jig 제작에 사용하며 진료 중 wire 
bending 만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고, 무엇보

다도 main archwire를 제거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

기에 임상에서 매우 편리하게 구치 원심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힘의 체계와 치아 이동을 생역학적으로 규명하기 위
하여 예전부터 photo-elasticity법, holography법, strain-
gauge법, 유한요소법과 laser 반사측정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20-25 본 연구

에서는 유한요소 분석법을 이용한 비교 실험을 통하여, 
고정식 교정장치에 적용한 removable sliding jig와 교정

용 mini-implant를 이용한 상악 구치의 원심 이동 시, 실
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치아이동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R-jig의 단면 크기에 따른 Condition 1 - 3의 비교에서

는, 우선 Condition 1을 포함하여 세 조건 모두 공통적으

로 원심력에 따른 R-jig의 변형과 함께 제2대구치의 원
심 경사 이동과 정출이 발생하였고, mesial out 회전 경
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방의 제1대구치, 제2소구치, 제1
소구치는 예상한 것처럼 변위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방 원심력이 제2대구치의 저항중심 근
처로 알려진 furcation area 보다 치관쪽인 브라켓 높이

에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상했던 대로 R-jig
의 와이어 단면이 0.017 × 0.025 inch로 작아질 경우 jig
의 변형 정도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원심 변위량도 더 
감소하였지만, 0.2%로 극히 작았고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R-jig의 와이어 단면 
크기가 0.021 × 0.025 inch로 커질 경우는 jig의 변형 정
도가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원심 변위량도 더 증가하였

지만, 역시 매우 미미한 차이였다.
임상적 적용 시 0.019 × 0.025 inch 크기의 SS wire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두꺼운 크기의 와이어를 사
용하는 것이 R-jig의 변형이 적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
문이다. 반대로 0.017 × 0.025 inch 크기를 사용할 경우

에는 견성이 작아져서 원심력을 부여할 때 R-jig의 변형

이 커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 임상적인 측면에서 0.019 
× 0.025 inch 크기의 SS wire를 이용하여 R-jig를 제작

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덜 견고한 0.017 × 0.025 
inch 크기에서 더 큰 변형이 발생하면서 제2대구치의 변
위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해석 결과

는 아주 적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와이어 단면 크기

가 작아질수록 R-jig의 변형이 증가하는 것은 맞기 때문

에, 임상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jig의 변형이 커지면서 제2대구치에 가해지는 힘이 감
소할 뿐 아니라 힘이 적용되는 부위에 수직적 벡터를 증
가시켜 제2대구치의 변위 양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R-jig를 제작 시 0.019 × 0.025 inch와 같이 일
정한 두께 이상의 와이어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제2대구치의 치근에서 발생하는 응력 분포 양상

은 두 협측 치근 사이의 분지부와 구개측 치근의 치근첨 
부위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단면 크기에 따라서는 특이

할 만한 응력 분포의 변화나 최대 등가응력값 등의 응력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제2대구치에 가해지는 후방력의 크기에 따른 Condition 
1, 4, 5의 비교에서는, 힘의 크기를 100, 200, 400 gm으

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Condition 4처럼 적용된 힘이 작
아질 경우 제2대구치의 원심 변위량, 원심 경사 경향, 정
출 방향 수직 변위량, 그리고 mesial out rotation과 함
께 외측으로 넓어지는 양상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100 gm의 힘이 제2대구치의 원심 이동이 발
생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반대로 
Condition 5에서는 Condition 1에 비해서, 제2대구치

의 원심 변위량, 원심 경사 경향, 정출 방향 수직 변위

량, 그리고 mesial out rotation과 함께 외측으로 넓어지

는 양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ndition 
1과 4에서는 전방치아들의 변위가 거의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Condition 5에서는 크지 않은 정도이긴 하지

만 전방에 있는 제1대구치의 미약한 변위가 관찰되었

다. 이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힘이 적용됨에 따라 더 커
진 R-jig의 변형과 미미한 주호선의 휨 현상에 의한 가능

성을 추측해 보았다. 제2대구치의 치근에서 발생한 응
력 분포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Condition 1에 비해 
Condition 4에서 원심 협측 치근의 구개측 치근면과 구
개측 치근의 구개측 치근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심측 
치근면에서 응력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로 Condition 5는 Condition 1에 비해서 큰 응력 수준을 
보였다. 최대 등가응력 값은 후방력의 크기의 증감에 따
라서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결론

R-jig와 교정용 mini-implant를 이용한 상악 구치의 원

Tark MH, Lee K, Cho JW, Chee YD, Cho JH



275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265-77

심 이동 시,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조건에 따라

서 치아이동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았다.
1.  R-jig의 단면 크기에 따른 비교에서는, R-jig의 와이

어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후방력에 의한 R-jig의 변
형이 적게 관찰되었지만, 제2대구치의 변위량은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R-jig에 가해지는 후방력의 크기에 따른 비교에서

는, 제2대구치에 가해지는 후방력의 크기가 증가할

수록 변위량도 같이 증가하였고, 원심 경사 경향과 
수직 변위량도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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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s와 R-jig를 이용한 상악 구치 원심 이동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 분석

탁명현1, 이근영1, 조진우2, 지영덕3, 조진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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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고정식 교정장치에서 removable sliding jig (R-jig)와 temporary anchorage devices (TADs)를 이용하여 상악 구
치의 원심 이동 시 힘의 크기와 와이어의 단면 크기에 따른 치아 이동과 치조골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유한요소방법

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정상적인 치아 크기와 악궁 형태를 가진 상악 치아와 상악 치조골을 3차원 형상 모델링하고, 브라

켓, 교정용 호선 및 R-jig를 포함한 유한요소 모델을 제작하였다. 골격성 고정원인 mini-implant를 제2소구치와 제1대구

치 사이 협측으로 주호선 기준 8 mm 상방 위치시키고, mini-implant를 직접 고정원으로 사용하여 R-jig에 후방력을 부
여하였다. 주호선을 0.019 × 0.025 inch SS로 설정하고, R-jig의 와이어 단면 크기를 0.019 × 0.025 inch SS, 후방력의 크
기를 200 gm, 결찰을 하지 않는 조건을 기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R-jig의 와이어 단면 크기, 후방력의 크기를 
다르게 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R-jig의 와이어 단면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후방력에 의한 R-jig의 변형이 적게 관찰되었지만, 제2대구치의 변위

량은 아주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2대구치에 가해지는 후방력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변위량도 같이 증가하였고, 원심 
경사 경향과 수직 변위량도 더 커졌다. 
결론: R-jig는 임상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치아의 원심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4;30(4):265-77)

주요어: R-jig; mini-implant; 유한요소분석; 구치 원심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