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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브라켓은 교정치료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치아

에 부착되는 고정식 교정장치 중 가장 핵심이다. 브라켓

을 통해 와이어나 탄성모듈로 생성되는 교정력이 치아에 

전달된다. 이러한 교정용 브라켓의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브라켓의 역사에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역사

브라켓의 기원은 교정학의 기원, 그리고 비뚠 치아를 

잘 배열하고자 하는 인간 바람의 시작과 일치한다. 겹쳐

지거나 돌출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글로 남겨진 첫 번

째 기록은 3,000여 년 전이다.1 치열을 배열하기 위해 사

용된 교정용 장치는 고  그리스, 에트루리아(Etruscan), 

그리고 이집트의 유물에서 발견되었다.2 고  이집트 미

이라에서는 단순한 금속 고리에서부터 각 치아를 감싸는 

금속밴드까지 다양한 장치들이 발견되었다.3 Pliny the 

Elder(AD 23~79)는 처음으로 정출된 치아를 역학적으로 

치료하였다.4

2 Pierre Fauchard

Pierre Fauchard(1678~1761)는 Bandeau라 명명된 장

치를 이용해 불규칙한 치아를 과학적으로 치료하려고 처

음으로 시도한 프랑스 치과의사이다(그림 1-1, 1-2). 귀금

속으로 만들어진 이 장치는 악궁을 확장하여 치열을 배열하

기 위해 말발굽의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또한, Fauchard

는 Pelican 포셉을 이용해 불규칙한 치아들을 재위치 

시켰으며,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그 치아들을 인접치들

과 함께 묶어 놓았다. Fauchard는 1728년에 그의 명저서 

“The Surgeon Dentist: A Treatise on the Teeth”를 출

판하였다.

3 Bandeau 장치의 변형

Fauchard의 Bandeau 장치는 프랑스 왕의 치과주치의

였던 Etienne Bourdet(1722~1789)에 의해 더욱 개선되었

다. Bourdet는 설측의 메탈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악궁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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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ierre Fauchard.

그림 1-2. Bandeau 장치.

장장치를 사용한 설측교정치료의 선구자였다. 또 다른 프랑

스 치과의사인 Christophe François Delabarre(1787~ 

1862)는 겹쳐져 있는 치아를 이개하기 위해 부푼 실과 나

무 웨지(wedge)를 사용하였다. Horace H. Hayden(1769~ 

1844)은 회전된 치아를 수정하기 위해 고리(knob)가 납착

된 밴드를 개발하였다.

1803년 Joseph Fox는 Bandeau 장치의 테두리(rim)를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 장치를 개량하였다. 은(silver)으로 

만든 끈을 치아에 결찰하여 테두리(rim)로부터 교정력이 

전달되게끔 하였다. 3주마다 은으로 만든 끈을 조여주었

다(그림 1-3A). 치아를 이동하는 동안 생기는 간섭을 제

거하기 위해 상아(ivory)로 만든 블록을 사용해 교합을 

이개하였다. 프랑스 치과의사인 J. M. A. Schange(1841)

는 교정학만을 다룬 첫 번째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그는 

Bandeau장치를 개량하였는데, 구치에 금속 clip을 부착

시켜 고정원을 강화시켰다(그림 1-3B). 또한 그는 잘못 

위치된 치아를 악궁 내로 이동시키는 장치도 발명하였다

(그림 1-3C). Harris는 1850년에 구치에 금속 캡(cap)을 

씌워 확장장치의 구개측 고정원으로 사용하였다(그림 

1-3D). 

4 에지와이즈 장치의 개발

Norman W. Kingsley(1825~1896)와 Calvin S. Case 

(1847~1923)는 발치 교정치료를 옹호하였다. 비록 Kingsley

는 이후에 발치치료 철학을 포기했지만 이 신념은 훗날의 

교정용 브라켓 기본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Edward Hartley Angle(1855~1930)은 치과교정학에

서 독보적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현  치과교정

학의 아버지’라 불린다(그림 1-4).5 Angle의 영향으로 교

정학은 일반 치과학과 확실히 독립된 과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6 Angle도 초기에는 발치 치료를 주장하였다. 그

러나 이후에 ‘건강한 사람의 뼈는 응력에 잘 적응한다’는 

Wolff의 법칙에 따라, 발치치료를 포기하게 된다. 발치치

료를 포기한 또 다른 이유로는 그의 부인 Anna Hopkins

의 상악 제1소구치 발치치료의 실패를 들 수 있다. 그러나 

Angle은 발치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은 하게는 발치치료

를 용인했다고 보고되었다.5 1881년 6월에 열린 National 

Dental Association 회의에서, 교정의사들 간의 치열한 논

의 끝에 Angle의 추천에 따라 발치치료는 교정학에서 제

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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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Dr. Edward Hartley Angle.

  

      

그림 1-3. A, 교합이개를 위한 상아 block을 포함한 Joseph Fox의 Bandeau 장치의 변형. B, 구치부의 부착을 위해 crib 형태의 골격을 

가진 Schange의 변형된 Bandeau 장치. C, 변위된 치아를 배열하기 위한 Schange 장치. D, 치열의 확장을 위한 구개 고정원과 구치의 금

속 cap을 가진 Harris 장치.

A B

C D

Angle은 현  고정성 교정장치의 초석이 되는 4개의 중

요한 교정장치를 개발하였다. 그 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1) E Arch

Angle에 의해 1890년 에 개발된 첫 번째 장치는 E 

Arch이다. 하지만 이 장치는 1900년에 소개되었다(그림 

1-5). E Arch는 사실 기존의 확장장치들의 아이디어를 혼

합한 것으로 순측의 굵은 호선이 악궁을 따라 구치의 밴드

까지 연장되어 철사로 묶여 있다. 이 굵은 순측 와이어에 

잘못 배열된 치아를 얇은 철사로 묶어주었다. 아치와이어

의 연결된 작은 너트(nut)를 돌려서 E Arch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확장함으로써 변위된 치아의 배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E Arch는 단순히 치아의 경사 이동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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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 Arch.

그림 1-6. Pin and tube 장치의 각 부분.

하였으므로, 치축을 조절하지 못하였다.

Angle은 치료방법에 따라 굵은 순측 호선을 다른 4가지

의 디자인으로 변형시켰는데, 다음과 같다.

(1) Basic E Arch는 Becker의 고정원과 함께 하악에 사

용하였다(Ⅱ급 고무줄).

(2) Ribbed E Arch는 확장 증례에 사용되었으며, 치아

를 황동(brass)으로 만든 철사로 결찰하여 아치와

이어에 묶어주었다.

(3) Modified E Arch는 확장을 위한(threaded) 핀 없

이 high pull 헤드기어와 함께 사용하였다.

(4) E Arch의 견치부에 훅을 달아 Ⅱ급 고무줄을 사용

하였다.

2) Pin and tube appliance

Angle은 모든 치아를 더욱 더 잘 위치시키고 치체 이

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 악궁에 pin과 tube를 가진 

band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1910년에 소개되었다(그

림 1-6). 이 장치는 작은 핀이 납착(solder)된 와이어와 

이 핀이 들어가는 수직 tube를 가진 band로 구성되었다. 

Pin의 각도를 근원심, 혹은 순설의 각도로 조절함으로써 

치아의 치체 이동을 가능케 하였다. Pin을 밴드에 삽입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 함이 필요하였으며, 치과에 내원

할 때마다 핀을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장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실용적인 장치가 되었다. 이 장치를 숙련

한 사람은 Angle과 그의 제자 중 단 한 명뿐이었다고 전

해진다.

3) Ribbon arch appliance

Angle은 1916년 Pin and tube의 개량장치인 Ribbon 

arch 장치를 소개하였다(그림 1-7). 이 장치는 tube가 

수정되었는데, 수직으로 위치한 각형 슬롯(slot)을 교

합면 쪽으로 개방시켰다. 리본 모양의 0.010″×0.020″ 금

(gold) 아치와이어를 슬롯에 위치시킨 후 황동(brass)핀

으로 고정시켰다. 이 장치는 이전의 장치들에 비해 좀 더 

나은 탄성력을 지녔으나, 치근 위치 조절능력은 좋지 못

했다. 

4) 에지와이즈 appliance

Ribbon arch 장치는 제1소구치와 구치 간의 거리가 너

무 짧아서 굵은 와이어와 슬리브 너트(sleeve nut: 마찰

로 고정하는)를 구치의 튜브와 소구치 슬롯에 삽입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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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Ribbon arch 장치의 각 부분.

그림 1-8. A, 에지와이즈 브라켓. B, 아일릿(eyelet)을 지닌 에지와

이즈 브라켓. 보다 나은 회전조절을 위해, 아일릿에 결찰와이어를 

지나가게 한 다음 주호선(main wire)에 결찰시킨다. C, 에지와이즈

브라켓에 결찰된 금속 결찰 와이어. D, 1st, 2nd, 그리고 3rd order 

벤드를 부여한 복잡하게 벤딩된 와이어.

어려웠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Angle은 1923년

과 1925년 사이에 에지와이즈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1928

년 교정학계에 소개하였다(그림 1-8). 밴드에 부착된 이 브

라켓은 연한 금(soft gold)으로 만들었다. 이전의 Ribbon 

arch 장치에서 각형 와이어가 삽입되던 수직 슬롯 신에 

에지와이즈 브라켓은 0.022″×0.028″ 수평 슬롯을 채택하

였다. 그러한 이유로 측면 또는 모서리(edge) 방향을 의

미하는 에지와이즈로 명명하였다. 0.0215″×0.0275″ 각형 

골드 와이어가 슬롯으로 삽입되었으며 결찰와이어를 이용

해 슬롯 안에서 유지하도록 하였다.7 

에지와이즈 브라켓 또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굵은 

와이어를 삽입할 때 연한 골드 슬롯이 변형되었다. 그리

고 밴드에 부착된 골드 아일릿(eyelet)이 잘 떨어졌으며, 

밴드 주변으로 법랑질의 탈회가 자주 일어났다. 치아의 3

차원적인 조절을 위해서는 복잡한 와이어 벤딩이 필요하

였다(그림 1-8). 이 과정은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됨은 물

론 교정의사의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였다. 

비록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에지와이즈 장치는 고

정성 교정장치 치료의 분기점(turning point)이 되었다. 

현 의 부분의 브라켓은 이 에지와이즈 장치의 변형품

들이다. 

5 Begg appliance

Paul Raymond Begg(1889~1983)는 1924년 3월부터 

1925년 11월까지 Angle 문하에서 Ribbon arch와 에지와

이즈 장치를 수학한 호주 치과의사이다(그림 1-9). 그는 

1927년 호주로 돌아왔으며, 그 이후 Angle의 비발치치료 

철학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1933년 Angle의 Ribbon arch 

장치의 브라켓 슬롯의 방향을 뒤집는(upside down) 단순 

변형을 시행하였다. Begg장치는 치은 쪽으로 열리는 슬

롯을 갖게 된 것이다. Begg는 굵은 0.010″×0.020″ 각형 

골드 Ribbon 와이어 신에 0.016″ 원형 SS 와이어를 사

용하였기 때문에 이 장치 또한 Light 와이어 장치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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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Paul Raymond Begg.

그림 1-10. A, Begg 장치. 토크와 치근의 근원심 경사를 수정하기

위한 보조 스프링 장치. B, 와이어를 삽입시킨 Begg 브라켓. 

C, D, Begg 장치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pin.

고 있다.

Begg는 1956년 그의 장치와 치료법을 출판하였다.8 와

이어를 슬롯 안에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핀을 사

용하였다(그림 1-10). Begg의 Light 와이어 장치는 치아

를 이동시키기 위해 차등(differential) 고정원을 사용한

다. Begg 치료법은 약한(light) 와이어상에서 치아 이동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근의 위치 조절이 취약하다. 그

래서 Begg 장치는 치근 위치를 수정하기 위해 치료 후반

에 다양한 보조(auxiliary) 스프링을 사용한다.

6 그 외 장치들

Joseph E. Johnson(1888~1969)은 1929년에 약한 힘

(light force)을 채용한 twin-wire 장치를 개발하고 1934

년 출판하였다(그림 1-11).9 이 장치는 치료기간 동안 2가닥

의 가는 와이어(0.010″)를 동시에 사용한다. Spencer 

R. Atkinson(1886~1970)은 1929년 약한 교정력(light 

force)을 기반으로 한 Universal 브라켓을 개발하였으나 

1937년에 소개하였다.10 이 장치는 모든 종류의 치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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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Twin 와이어 장치.

그림 1-12. Universal 브라켓.

그림 1-13. 곡선(curved) 베이스를 지닌 twin 브라켓.

을 허용한다고 하여 Universal 브라켓으로 명명되었다. 

이 브라켓은 작은 치은 쪽 에지와이즈 슬롯과 좀 더 큰 절

단측 수직 슬롯, 이렇게 2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그림 

1-12). 와이어는 lock 핀으로 고정하였다.

Charles H. Tweed, Jr(1895~1970)는 교정을 위한 발

치를 옹호하였으며 1940년 AAO meeting에서 성공적으로 

발치 교정치료한 그의 증례를 발표하였다. 

7 스탠다드 에지와이즈 장치의 발전

Brainerd F. Swain(1911~1999)은 하나의 베이스에 2

개의 에지와이즈 브라켓을 약간 떨어져서 부착하고, 이를 

twin 혹은 ‘Siamese 브라켓’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브라

켓은 부가적인 아일릿(eyelet) 없이 회전된 치아를 훌륭

하게 치료하였다(그림 1-13). 초기에는 전치와 구치에만 

이 브라켓을 사용하다 나중에는 베이스를 치면에 적합되

도록 만들어 견치와 소구치까지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 

브라켓은 extra wide, standard, intermediate, 그리고 

junior 사이즈의 4가지 종류가 있다. 

Paul D. Lewis(1896~1992)는 보다 나은 회전조절을 

위해, single 브라켓에 rotation arm을 납착하여 아치

와이어의 내면과 접촉하게 만든 에지와이즈 브라켓의 

개량품을 개발하였다.11 Lewis 브라켓은 직선형과 곡선

형의 베이스 2종류가 있다(그림 1-14). Lewis는 브라켓

에 vertical 슬롯도 적용하였다. Howard M. Lang(1914~ 

1994)은 직선모양의 arm과 와이어 결찰을 위한 hole이 

뚫린 브라켓 윙을 가진 Lewis 브라켓의 개량품을 선보였

다(그림 1-15).12

Glendon Terwilliger는 경사와 토크를 구현하기 위해, 

브라켓을 기울여서 베이스에 납착하였다.13 Holdaway 

(1952)는 부정교합의 심도에 따라 그 양에 비례되는 만큼 

하악 구치부 브라켓을 밴드에 기울여 부착할 것을 제안하

였다.14 Steiner는 1953년에 보다 나은 토크 조절을 위해 

0.018″×0.022″ 슬롯을 채용한 브라켓을 도입하였다.15 

Steiner 또한 Lewis 브라켓처럼 single 슬롯에 rotation 

arm을 가진 브라켓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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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수직 슬롯을 지닌 Broussard 브라켓.

그림 1-14. 직선 및 곡선 Lewis 브라켓. 이러한 브라켓들은 브라

켓 간 간격의 감소 없이 훌륭한 회전 조절능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15. Lang 브라켓. Lewis 브라켓과는 다르게 Lang 브라켓

은 견치 부위의 아치와이어 곡선을 펴지 않는다.

그림 1-17. Lawrence F. Andrews.

Buonocore는 1955년 치아에 직접 브라켓을 부착하는 

밑바탕이 되는 산부식(acid etching)법을 소개하였다.16 

John J. Stifter는 1958년에 암수(female, male) 부분으

로 구성된 에지와이즈 브라켓을 개발하였다. Female part

는 치아에 부착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male part를 

골라 치아의 3차원적 치아 이동의 가이드로 사용하였다. 

Ivan F. Lee는 1959년 토크가 내장된 전치부 브라켓을 시

장에 출시하였다. 반면에 Jarabak과 James A. Fizzell은 

1960년 AAO meeting에서 토크와 경사(tip)가 내장된 

첫 번째 브라켓을 시연하였다. Garford Broussard는 

1964년 일반적인 에지와이즈 브라켓에 두 가닥의 0.018 

보조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막힌 0.018″×0.046″ 수직

(vertical) 슬롯을 추가하였다(그림 1-16). 이 수직 슬롯은 

브라켓이 밴드에 납착될 때 만들어진다. 

Jarabak과 James의 브라켓에서 영감을 얻은 Lawrence 

F. Andrews는 교정치료를 받지 않고 이상적인 교합을 지

닌 사람들의 모형을 분석하여 정상교합의 6가지 keys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토 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의 straight wire appliance(SWA)를 발표하였다(그림 

1-17).18 Andrews는 후에 여러 번 그의 장치를 개량하였

다.19-21 이 preadjusted 에지와이즈 브라켓은 경사(tip), 

토크, 그리고 in and out bend를 브라켓에 내장시켰다

(그림 1-18). 이 장치를 사용하면 와이어의 bending이 

필요없다고 믿었고, 그리하여 장치를 straight wire 

appliance라 명하였다. 내장된 tip, 토크, 그리고 in and 

out bend를 prescription이라 부른다. Andrews는 골격



01

제1장 역사적 측면에서 본 교정용 브라켓  9

그림 1-19. Ronald H. Roth(1933~2005).

그림 1-18. Andrews에 의해 1972년 소개된 Preadjusted 에지와

이즈 브라켓.

적 패턴에 따라, 그리고 발치와 비발치 증례를 구분하여 

각각의 다른 브라켓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ndrews는 

그의 SWA 장치가 ‘six keys to normal occlusion’을 달성

하게 한다고 믿었다. 현 의 거의 모든 교정용 preadjusted 

브라켓은 Andrews의 작품을 토 로 약간 수정된 형태

이다.

Andrews의 다양한 브라켓 series 중 브라켓을 선택해

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Ronald H. Roth(1933~ 

2005)(그림 1-19)는 1976년 Andrews의 발치와 비발치 

브라켓 series를 혼합하여 개량한 자신만의 prescription

을 만들어 Roth setup으로 명명하였다.22,23

Andrews와 Roth 이후에 SWA라는 이름하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수정하거나 개인적인 치료법에 사용하기 위

해, 수많은 브라켓 디자인과 prescription이 만들어졌다. 

그 중 다수는 SWA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마저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prescription이 무의미하다

는 것은 아니다. 현 의 몇몇 브라켓 시리즈는 매우 쓸모 

있는 부가기능과 prescription을 가지고 있으나, Angle

과 Andrews의 작품처럼 판을 바꾸지(game changer)는 

못한다는 것이다.

Andrews와 Roth의 prescription 이외에도 최신의 

유명한 prescription은 R.G. “Wick” Alexander(1978)

가 0.018″ 슬롯에 0.017″×0.025″ 와이어를 사용하는 

Alexander의 prescription과 Richard P. McLaughlin, 

John C. Bennett, 그리고 Hugo J. Trevisi의 MBT pre-

scription(1997)을 들 수 있다. 

8 자가결찰 브라켓

교정용 브라켓에서 자가결찰 브라켓의 concept은 브

라켓에 와이어를 잡아주기 위해 brass pin을 이용하는 

Begg technique에서 기인한다. 첫 자가결찰 브라켓

은 1935년 Stolzenberg에 의해 제안되었다.24 첫 번째 

상용화된 자가결찰 브라켓은 1972년 Ormco사가 제조한 

Edgelok이다. 자가결찰 브라켓은 와이어를 슬롯 안에 

유지시키는 clip의 결찰 메카니즘에 따라 active 타입과 

passive 타입으로 나뉜다(그림 1-20). 일반적인 브라켓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prescription을 자가결찰 브라켓도 

적용하고 있다.

9 Light wire 장치

Light wire 장치는 차등(differential) 고정원 개념

(concept)하에 가는 와이어를 이용해 치아를 이동시킨

다.25 차등고정원은 하나의 치아 group(stationary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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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능동 및 수동형 자가결찰 브라켓.

그림 1-21. A, Tip edge 브라켓. B, Tip edge plus 브라켓.
원 유닛)은 치체 이동을 일어나게 하는 반면, 다른 치아 

group(simple 고정원 유닛)은 경사 이동을 일으키는 힘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Light wire 장치

에서는 전치부의 견인이 경사 이동으로 얻어진다. Begg 브

라켓은 진정한 의미의 differential force light wire 장

치였다. 이 장치들은 1960년 에 매우 유행하던 장치였으

나, Andrews prescription의 등장과 Roth prescription

은 그들의 쇠퇴를 재촉하였는데, Begg 브라켓은 치아의 3

차원적 조절능력이 부족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매우 복잡한 

치료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88년 말에 Peter Kesling은 그의 Tip edge 브라켓

을 소개하였다(그림 1-21).26 이 브라켓은 Begg system

의 차등고정원과 light wire장치의 치료 메카니즘을 사

용하는 에지와이즈 장치를 개량한 것이었다. 치근의 직립

(uprighting)은 side winder 스프링을 사용해 이루었

다. 2007년 Parkhouse에 의해 Tip edge 브라켓의 다음 

version인 Tip edge plus가 출시되었다(그림 1-21B).27 

이 장치는 주호선 슬롯 하방의 수평 보조 슬롯을 적용하

였다. 치료의 최종 단계에서 side winder 신에 원형 

0.014″ 초탄성 NiTi를 삽입한다. 

 10 설측 브라켓

설측 브라켓은 역사가 길지만 1978년 일본의 Kinja 

Fujta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 되었다. Fujita는 유도선수

가 교정용 브라켓으로 인해 생기는 입술과 뺨의 외상을 

피하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하였다.28 미국에서는 1982년

에 Alexander Craven Kurz가 개발한 설측 브라켓 series

가 소개된 이래로 1990년 의 7세  브라켓까지 보고되

었다.29 순측면에 비해 설측면은 해부학적 변이가 많기 때

문에 맞춤형 설측 브라켓의 사용이 늘고 있다(그림 1-22).

11 개별 맞춤형 순측 브라켓

개별 맞춤형 설측 브라켓과 마찬가지로 CAD/CAM 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환자 맞춤형 순측 브라켓이 사용되고 

있다. 브라켓은 물론 와이어도 환자에 맞추어 개별 제작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브라켓을 제작할 때 비용이 증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