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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교정력이 치아를 통해 치아 주위조직안에서 어떻게 
전달 되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교정의둘에게 있어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며, 이를 정확히 인지함으로 
써 이동되는 개개 치아들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이에 맞는 위치와 치축을 갖고 안정된 교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Burstone*1 은 치아에 가해지는 적 당한 force 에 
대해 논하면서 교정력과 그에 대한 치아이동 양식 
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하였다.

적당한 M/F ratio의 교정력은 치조골내에서의 

균일한 골흡수를 유도하게 되고171 그렇지 않은 경 
우는 치근 홉年를 증가시키고29f 치근막에서 hyali- 

nization을 증가시켜31:1 치아 이동을 더디게 한다. 

이론적으로 모든 물체는 완전히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한 점을 갖는데 이를 center of gravity라 하며 
간단한 한 물체의 이동은 이 center of gravity에 
대한 힘의 작용 위치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치아의 경우 이 center of gravity가 존재하

나 치아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치아 주위는 
복잡한 치주 구조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자유스럽 
게 이동될 수 없다. 이 경우 center of gravity 에 
상응하는 점을 center of resistance라고 부르며 단 
근치의 경우 center of resistance는 치아의 long 

axis상에 있고 치조골 정상에 서 치근단 사이 치근

길이의 ■i■사이에 이 점이 있고 다근치의 경우 
는 furcation area에 서 apex로 1 〜 2 mm 하방 치근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였다广

Dermaut1*1 는 center of resistance 는 치아의 이 
동시 가장 큰 저항점으로서 force가 이 점울 지날 
때 방향에 관계없이 rotation이나 moment가 없이 
순수하게 translation되는 점으로 정의 하였으며 이 

점은 치아안의 고정된 점이 아니고 치아형태, 크기， 
치조골 상태，이웃치아둥에 의해 변화한다고 하였 
다. 치아의 이동 양상은 center of resistance에 대 
한 torce의 line of action에 따라 translation, rot- 

ation 또는 translation과 rotation의 combination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center of resistance는 임상 
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치아 이동에 관한 
연구를 연구 대상으로 대별하면, 치아모형을 이용한 
연구, 생체를 이용한 연구, 두개골을 이용한 연구 
둥으로 나 눌 수 있으며 주로 전치부에서 치아모형 
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Burstone5’7’10)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parab

olic shape의 단근치의 이차원적, 삼차원적인 center 

of resistance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십 
배 확대한 전치 모델에서 holography룰 이용하여 치 
아 이동상태를 연구，앞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Davidian1*1 은 computer model을 써서 상악 전치 
부의 치아 이동을 연구하였고 Caputo*； Baeten화은 
광탄성법으로 Masura2*; 김331둥은 유한 요소법으로 
여러가지 retraction spring을 이용한 견치 후방 이 
동시의 응력 분포 상태를 연구하였다.



Nikola产는 상악 견치를 분등변사변형으로 세분 
된 이차원 모델로 만들어 치아 이동 상태를 연구하 

였다.

두개골을 이용한 연구로는 Burstone*1 이 hologr

aphy 를 이용하여 하악 제 1 대구치의 center of re- 

sistance들 찾았고 Dermaut131 는 speckle interfer- 

ometry를 써서 상악 제 1 대구치의 center of resi- 

stance를 찾았다.

Croome111 은 견치 원심이동 장치가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고 Smith321 는 치아 이동의 역 
학 (mechanics) 을 논하였다.

국내에서의 치아 이동에 관한 연구는 국히 미비 
하며 특히 center of resistance를 찾는 실험은 전 
무한 실정이다.

저자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치아의 모델화로 인 
한 오차를 줄이면서 치아 이동의 정량 분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은 바 1982년 Pryptniewictz와 Bu- 

rstone261 에 의해 치과 분야에 응력 분석의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되고 1986년 Derma니t 131 가 상악 제 1 

대구치에 처음 적용한 치아의 어느 한 부위의 아주 

미세한 이동의 양과 방향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분 
석할 수 있는 laser speckle interferometry볼 이용 
하여 인체두개골에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견치 
의 이동을 분석 하였고 아울러 holographic interf- 

erometry를 병행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 
를 보고하는 바이다.

n. 연구재료 및 방법 

가 .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는 생체와의 유사성을 높이 기 위하여 
인체의 건조두개골을 사용하였다.

우선 상악 견치를 치조골 손상없이 조심스럽게 
발거 치관 제작을 위해 통법에 의해서 치관 삭제를 
시행하였다.

치관부를 wax carving후 순설측 양쪽에 실험을 
위한 고리 (hook) 달린 막대볼 wax로 제 작하여 등 
거 리로 치관부에 부착 (double antenna) 시 켜 이블 
porcelain metal을 써서 한덩어리로 주조하였다. 이 
때 antenna는 치아의 순설，근원심 장죽에 평행하

게 위치시켰다. 견치의 길이와 형태는 치근이 원심 
만곡된 Table 1 과 같은 치아를 선액하였다.

1 aole 1. Dimension of maxillary canine, (unit; 

m m .)

Cervico-occlusal length of crown 10.0

Length of root 18.0

Mesio-distal diameter of crown 7.0

Mesiᄋ*distal diameter of crown at cervix 5.0

Labio-lingual diameter of crown 7.5

Laoio-lingual diameter of crown at cervix 7.0

견치에 완성된 주조물을 ZPC cement으로 sett

ing^ 후 발치와에 치근막의 대치물로 Araldit CY 

208을 도포한 후 치아불 발치와로 다시 위치시켰다 
(Fig. 1 ).

이때 palate는 antenna의 장착을 위해 일부 제거 
하였다. 이 Araldit CY208은 Dijikman16 에 따르면
인체 의 치 근막과 거 의 유사한 60kg/cm2 의 탄성 을 
나타내는 glue (Fig. 2 )로 Araldit CY956으1 catalyst 

와 10： 2 의 비율모 섞어쓴다.

임상에서의 유사성을 더하기 위해 제 1소구치를 
조심스 럽새 발 거 한 후 두개 골을 미 리 제 작된 pulley 

dead weight system이 부착된 두개골 고정 장치에 
palate가 상방으로 향하게，교합면이 수평이 되게 
한 후 stone을 부어 고정시켰다. 이 두개골 고정 
장치는 안정성 (stability)을 위해 매우 무겁고 단단 
하게 제작하였다.

좋은 speckle을 발생 시키 기 위해 알부미늄 tape을 

sand paper (No . 16) 로 가능한 균 일한 size의 spec- 

kle이 random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문질러 완성 
^speckle plate)히-였그L aluminum plate로 speckle 

interferometry와 holographic interferometry블 위 
한 device살 만들어 전면은 좋은 hologram을 얻 기 
위해 흰종이블  바르고 족면은  speckle-gram을 위해 

미 리 제작된 speckle plate블 부착시켜 (Fig. 3) 이 
aluminum device볼 견치의 원심쪽에 순간접자제로 
부착시켰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두개골 고정 장치 
(Fig. 4 ) 블 optic bench위에 올려놓고  각 경우에 따 

른 실험 장치블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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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 i sa l  e d g e

a l v e o l a  c r e s t

r o o t  a p e x

d i s t a l  a s p e c t l a b i a l  a s p e c t

Fig. 1. Maxillary canine with double antenna.

m

Fig. 2. Araldit CY 208 and Araldit CY 956. Fig. 3. Aluminum device.

Fig. 4. Fixation of the skull by means of dental stone and pulley dead weight system, (frontal,

lateral aspect)

ᅳ  2 9 1 -



실험 에 사용된 laser (Fig. 5 ) 는 He-Ne laser (NE 

C GLG 5700 Japan)로서 20mW의 출력을 갖고 파 
장이 0.6328/im를 나타낸다. 사용된 hologram rec

ording meterial은 Agra-Gevart 8E 75 hologram

plate룰 사용하였다. 사진 기록에는 monitor를 이 
용하였고 기록의 분석에 서는 computer (IBM — P.c) 

를 사용하였다.

Fig. 5. He-Ne laser (20mW).

나. 연구방법

① 신뢰성 test

아주 미세한 이동의 측정이므로 optic bench의 안 

정도와 두개골의 고정 장치에서의 완전 고정 여부 
는 매우 중요하다.

optic bench의 신뢰도責 보기 위해 두개골 고정 
장치를 bench위에 올려놓고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 
에 서 3 분 간격으로 holography를 5 번찍 어 신뢰 성 
을 실험하였다. 두개골 고정 장치의 신뢰성을 보기 
위해서는 100g의 힘을 가했을때 holography를 5 번 
찍어 결과가 같은가를 test하였다.

②  degree of rotation (or) 즉정 (Fig. 6) 

speckle plate를 세로로 수직되게 놓고 이 plate의
상하 양끝에 한 점 (upper point, lower point)씩 을 잡 
아 각 traction level마다에서의 견인시 이 점들 각 
각의 이동 상태를 speckle interferom etry로 기록， 

분석하여 이동전의 두 point의 연결선과 이동후의 
두 point 의 연결선이 만나는 각을 degree of rotat

io n .^ . 하여 이의 상대값을 구하였다. 이 값이 0 

인 traction level이 center of resistance라고 볼수 

있다.

Fig. 6. Schematic represention of the degree 

of rotation. (a r)

③ degree of tippingUt)의 측정 (Fig/7) 

speckle plate를 견치 의 incisal edge 상방 부위에
가로로 부착시 켜 이 plate의 양 끝부위 한 점씩 (dis

tal point, mesial point)을 잡아 각 traction level 

마다에서의 견인시 이 점들 각각의 이동상태를 sp

eckle interferometry로 기록 분석하여 이동전의 
두 point의 연결선과 이동후의 두 point 의 연결선이 
만나는 각을 degree of tipping으로 하고 이의 상대 
값을 구하였다. 이 값이 0 인 traction level이 ce

nter of resistance라고 돌 수 있다.

④ 전면 holographic interferometry

두개골의 전면에서 각 traction level에 따른 치아

Fig. 7. Schematic representation oi the degree 

of tipp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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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전후 상태를 hologram에 기록하여 여기에 나 
타난 fringe들 관찰 speckle interferometry로 나타 
난 결과를 확인 (verify)하였다. 전면 holographic 

interferometry로 기록한 이유는 holography는 in- 

plane displacement보다는 out 이 plane displaceme- 

nt의 기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Fig. 8, 9).

⑤  speckle mterierometry 

speckle interferometry는 관측 표면의 거칠기 
정도가 조사되는 laser beam의 파장보다 크거나 같 
은 정도일때 나타나는 speckle effect를 이용하여 
holography의 개 념물 적용 in-plane displacement, 

strain, rotation, vioration.out of plane displace- 

ment (tilting)둥을 측정하는 간섭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스피커 의 진동 측정 
이나 타이어 흠집 check등에 쓰인다.

그 방법을 보면 적당히 거칠도록 만들어진 알루 
口1표 plate (speckle plate) 에 diverged laser beam을 
비주면 screen에 dark and white spot의 speckle들

이 나타나는데 이 plate가 움직이면 speckle들도 같 
이 움직이게 된다(Fig. 10). 

이를 이용하여 object에 부착시킨 speckle plate 

에 서 의 이 동전과 후의 움직 임 을 한screen (hobgra- 

phic plate) 에 기록하면 이것을 speckle-gram이라고 
하며 이렇게 얻어진 speckle-gram을 laser beam 에 
수직인 plane상에 놓고 laser beam을 비추면 young 

의 현상에 의해 fringe가 나타난다. 이 fringe는ob- 

ject 에 부착된 speckle plate의 laser가 비추어진 부 
위의 이동 정보이다(Fi&l l ,  12, 13, 14).

* 해석방법

fringe를 사진 촬영하여 이 사진위에 격자를 대 
고 fringe의 간격 (d) 과 inclination을 측정한다. 

fringe사이의 거리는 이동량에 반비례한다. 

즉 이동량이 많으면 fringe 사이 간격이 작고 이동 
량이 작으면 간격이 커진다.

이동 방향은 fringe inclination에 수직이 된다.

Fia. 8. Recording system oi holographic interferometrv.

Fig. 9. System for taking of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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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cording system of speckle interferometry.

Fig. 11. Enlargement of a single speckle pattern (A) and a double speckle pattern (B).

camera

Fig. 12. Analysis system of speckle interferometry.

Fig. 13. A. Schematic representatation of the creation of Young’s fringers when laser beam is 

passing through two holes in a screen B. Schematic drawing of the displacement (d) of 

a speckle pattern on a double exposed holographic plate due to force application, (by 

Young’s phenomenon)



Fig. I와. The amount of displacement is inversely proportionate with the distance between two 

fringes (d); the direction of displacement is perpendicular to the orientation of the 

fringes.

speckle displacement (ds)

ds=M.d(M: 기록시의 magnification factor)

물체의 변위량(스*)은

Ax
X-f.

ds M.d

A ： 사용한 laser의 파장 (0.6328//m)

fl*•• 해석 system에서 lens의 focal length(400tom.)

in. 연 구 성 적

두방법 모두 일곱가지 traction level에서 각각 
200g의 힘을 가해 정해진 각 point들의 이동 vector 

에 대한 이동각は , A ), 이동량(d,, 신이 계산되

었다. 이때 신뢰성을 위해 같은 시7j ： schedule로세 
번씩 당겨서 산술평균값을 적용 이 test노！ 평균값 
이 Table 2, 3 이다.

두방법을 비교해 보면 degree of rotation 즉정에 
서가 degree of tipping즉정에서 보다 이동 정도가 
월씬 많았고 각 traction level을 비교해 보면 두방 
법 모두 level ん B，F,G에서의 견인시 대체로 이동 
량이 크고 level C,D, E에 서 이동량이 대 체로 적 었 
다. degree of rotation즉정에서는 traction level 

A의 upper point에서 이동량이 가장 많았고 degree 

of tipping즉정에서는 traction level G의 mesial 

point에서 이동량이 가장 많았다.

ff로 나타낸 degree of rotatiofTUfr)과 degree of 

tipping(crt)은 이동전후의 두vector의 양과 방향의

fable 2« Direction and amount of displacement of the two pints on the aluminum plate and 

relative degree of rotation, (upper point to lower point： 19mm.)

Traction

level

Upper Lower
relative degree of 

rotation (ctr)di (jim) Pi (° ) d2 &2

A 49 33 13 84 118

B 24 20 6 107 74

C 13 17 7 151 55

D 14 -176 13 13 -82

E 20 -165 14 15 -101

F 30 -162 14 16 -129

G 44 -152 13 25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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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rection and amount of displacement of the two points on the aluminum plate and 

relative degree of tipping, (mesial point to distal point: 14mm.)

Traction

level

Mesial Distal relative degree of 

tipping (at)d i (Mm) ^ i ( ° ) d2 02

A 25 44 32 9 48

B 7 47 6 4 17

C 3 55 4 -20 14

D 3 -124 2 -176 -10

E 4 -138 2 -179 -11

F 16 -140 15 -160 -21

G 37 -146 20 -148 -43

값에 의해 계산된다. 극 힘의 적용전의 두 point 으I 

연설선과 적용후의 두 point의 연결선이 만나는 각 
도의 상대적인 값으로 정의된다. 이 값 은 ®  가 dis

tal crown tipping이:소 '一 가 distal root tipping이다. 

각 traction level에 서의 이 a 값은 두방법 공。1 出 
Ir level A, B，C，一 -;- level D, E, F, G보 나타났고 
level C와 level D 사이에서 士, ■--가 바뀌었다(Fig. 

15’ 16).

di
•61

l o w e r d2
/92

두방법에 대한 이 a 값을Table 2 ，3 과 graph 

(Fig. 17, 18)로 나타냈다.

graph에서 가로는 traction level 세로는 o값을 
나타낸다. 여 기서 a 가 0 이되는 점에서의 traction 

level이 center of resistance 라고 볼 수 있으며 두 
방법 모두에서 이 점 이 level (그와 level D의 거의 중 
간을 지 나므로 치 조골 정 상 에 서 치 근단으로 4.4〜 
4.6mm지 점에 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

Fig. 15. Schematic explanation of the results in relative degree of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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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chematic explanation the results in relative degree of tipping.

Fig. 17. Average degree of rotation per level 

of traction line. Ordinate; level of 

traction. Abscissa; degree of rotation 

(ar). Numbers to the light indicate 

distal crown tipping. Numbers to the 

left indicate distal root tipping. Point 

of intersection represents bodily move

ment without rotation.

Fig. 18. Average degree of tipping per level of 

traction line.

Holographic interferometry에 의한 결과를 보면 
level A»B, C에서는 fringe가 상방으로 concave하고 
level D, E, F\ G에서는 fringe가 하방으로 concave 

하다 (Fig.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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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chematic explanation of the result of using holographic interferom etry.

ᄂaser는 구면파(sperical wave) 이므로 interfer- 

ogram상의 fringe는 원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fr

inge 의 concave한 방향이 이동 방향이 된다.

여 기서도 level C와 level D 사이에서 방향이 완 
전히 바낀것으로 보아 level C와 level D 사이에 
center of resistance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speckle interferometry에 의한 실험과 결과가 일 
치됨을 알 수 있다.

IV . 총괄 및 고찰

Angle 사후 비발치 교정치료로 안모의 개선을 이 
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자 Tweed와 
Begg등•은 심한 crowding에 서 발치 를 통한 교정치 
료를 다시 주장 하였으며 견치의 후방이동은 교정 
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많

은 견치 후방이동장치가 재료의 개선과 더불어 고 
안 되었다. 그러나 견치 후방 이동시에 흔히 발치 
공간으로의 경사 및 회전을 일으키기 쉽고 또 견치 

에 작용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교합적 측 
면에서 견치의 적당한 위치와 치축은 성공적 교정 
치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Reitan301 은 
상악 견치의 투방 이동시 movement의 type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bodily movement를 위해서는 약 250 

m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제까지의 견치 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론 
적 연구나12’1*'19.*sl 치아모형상에서의 연구이었는데 

이 경우 치근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치주조직의 
물리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취급했으며 치축도 고려 
하지 않은 단점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laser는 산업이나 과학 기술에 있 
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의 첨단 테마로서 각광받고 있다. laser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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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모래알과 같은 작은 반도체 laser에서부터 발 
전소와 같이 큰 구조물에 이르는 것이 있고 통신, 

정보처리， 가공，계측, 의료，민생기기, 핵융합실험, 

우주관련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Laser (Light Amplification of Stimulated Emis

sion of Radiation)는 유도 방출에 의한 광증폭을 
의미하며 다른 광원과 비교한 laser광의 특정은co- 

herence(가간섭성)라은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 있 
다. coherence는 대 단히 높은 규치 성 극 시 간적 이 
나 공간적으로 예측할 수 있-;: 성 질을 말한다. las

er beam은 이러한 coherence가 다본 광원에 비해 
대 단히 높음으로 ① 단색광 (monochromaticity) ② 
지 향성 (directionality) ③ 고礼!:i:ᅳ  (brightness) 의 색 
다른 특징을 갖는다.

태양광과 같은 보통광 대 신에 coherence 가 높은 
laser 광을 이용하여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오 
는 빛의 세 기 (intensity)뿐아니라 위상성분까지 
도 기록하고 있는 기록 매체블 hologram이라 하고 
이 hologram을 이용하는 모든 응용 분야를 가리 켜 
holography라고 한다.

일반적인 사진기에서는 빛의 세기만을 필름에 기 
록할 수 있기 때문에 2 차원 평 면상만을 기복하는 
데 비해 hologram에서는 레이저광의 간섭현상을 이 
용하여 빛의 세ノ 1 뿐만 아니라 위상성분까지도 기 
록할 수 있으므로 3 차원상의 재생 이 가능하다.

따라서 hologram은 재래식 사진에 비해 많은 정 
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nterferometry의 원리는 물체가 번위될 경우 뱐 
위되기 전후에 각각 노출시 키는 이중 노출시 에 그 
쌍곡선간의 간섭현상이며 interferogram상에는 첫 
번째 노출과 두번째 노会에 의한 fringe가 형성된다.

속 이 double exposure interferogram 상에 나타 
난 fringe는 이동전과 후의 빈위정보이며 이는 변 
위량과 방향에 따라 복잡한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 
며 이볼 해석하는데는 많은 시 식이 필요하다卜

치 과 분야에 서 holography4；- Wictorin34 능이 de

ntal joint의 elastic deformity접: 관찰했고 최근에 
Pryptniewictz27가 3 차원 공간에 서 치아 이동을 
hol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technique을 
처음으로 발전 시 켰으며 Bustone17’1 니8 등은 holo- 

graphy블 치아이동 연구에 도입하였다.

이외에 holography를 이용 정형력에 의한 악골응

여 분석이 다수 J’1S，22’231 있었고 국내에서는 1986년 
신ル 과 박ル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악골응력 분석 

을 시도하 Oi 나.

Speckle interferometry는 holographic interfer- 

ometry에 비해 치아이동과 같은 large displaceme- 

nt 의 기복에 적 당하며 이동방향 뿐 아니라 이동량 

의 정량 분시이 小3이-하고 진동에도 월1ᅵ 더 stable 

하며 추천된 촉정 가능 범위는 0.1 서m〜 100;um정도 
이다. holography는 50셔m이상은 즉성이 불가능하 
여 본 실험에서도 speckle interferometry는 200g 

의 분동을 사용했으나 holographic interferometry 

에서는 100g을 사용했다.

응벽 분석에 관한 다른 여버가지 실험 방법을 살 
펴보면, 광탄성법 (photoelasticity method)은 설험 

대상물이 균일하다는 가정하에 모형을 제작하게 되 
고, 응력 이 가하여진 전후의 상태블 동시에 관찰할 
수 없으므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치아와 그 주위조 

적에서의 응력분석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유한요소법은(finite element method)은 물체블 
아주 삭게 임의로 나누어 잔 요소(element)의 집합 
체보 보고 각 요소는 인접된 절점 (mode)에 의하여 
연결 되었다고 생각, 힘 이 가해지면 절점에 의해 
전달 된다는 것인데 이 방법도 많은 장점이 있겠으 
나 본 연구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인 치아와 그 주 
위조직을 유한요소 모형으로 전환하는 점과 치근막 

이나 골자체의 물질 특성을 하나의 탄성체로 전제 
한다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오차를 생각할 수 있다.

상석 계측법 (strain gauge method)은 gauge가 부 

자된 한 부위의 응력 의 양과 방향은 아주 정확히 
알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응력부위에 이 gauge의 
부착이 불가능 하다. brittle coating 방법은 수응 
력의 방향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응력의 양은 알 
기 어렵다.

전i ■한 바와 같이 일반적 인 치 아이동 양상은 저 
항 중심에 대한 힘의 line of action의 관계에 따라 
translation, rotation 二느리고 o| ■̂으| combination 

으로 생 각할 수 있는데 힘의 작용선이 저항 중심을 
통과할 때 치아는 작용선을 따라 치아의 모든 부위 
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양을 움직이는 치체이동 즉 
translation을 나타내고 힘의 작용선이 저항 중심이 
아닌 곳을 지날때는 마치 저 항 중심을 지 나는 것처 
럼 translation되면서, 발생되는 moment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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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이 병행된다.

rot at ion되려는 경향은 moment 의 크기에 달려 있 
으며 이 moment는 작용선에서 저항중심까지의 수 
직 거리에 힘의 양을 곱한 것과 같다. 순수한 rota

tion 을 나타내는 경우는 couple이라 하여 이는 방향 
이 서로 반대이고 서로 수평이며 서로 같은 선에 
있지 않은 두 힘이 작용할 때 일어난다.

조기이동 (initial movement) 이란 치아에 힘을 가 
했을 때 periodontal space에서 이부어지는 movem

ent^ 이야기하며 bone의 resorption이나 appositi- 

on이 일어나는 치아 이동의 bidogic phase인 seco

ndary movement와 구일1된다.

이제까지의 center of resistance 에 관한 실험적 연 
구 결과들을 살벼보면 Burstone5’7,10 은 전치부의 단 

순한 2 차원적 인 parabolic shape root의 model에 서 
이론적인 center of resistance는 치근 길이의 치 
경즉 I ’ 3 차원적 인 parabolic shape root의 model 

에서는 치근 길이의 치경촉 i  이라 하였고 10배 확 
대 한 parabolic shape root 의 단근치 를 이 용한 cen

ter of resistance의 실럼적 결정에서는 치근 길이 
의 치경측 ^보 다  약간 더 치 경측에 center of re

sist ance^f 존재한다 하였다.

Davidiar/ 2은 상악중절치에서 center of resistance 

가 지근단즉에 서 51〜61%Nikolai 는 견치 의 2 차원 
model에서 center of resistance가 치 경즉 52%에 

위치한다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상악 견치의 center of resistan- 

ce가 치 경측 4 정도되는 alveola crest에서 치근단 
으로 4. 4〜4. 6mm에 위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실험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center of res- 

istance가 더 치경즉으로 위치만 이유블 고찰해 보 
면 첫째로 치근 팅태가 이제까지의 parabolic shape 

root 의 치아모형이 아니고 두개골내의 자연치아이 
며 치근단이 distal로 만곡 되어 있다.

Ingle20 에 의하면 상악견치 의 치아 평균 길이는 
26.5mm이고 Wheeler33!에 의하면 27mm이며 최대길 
이 가 33.5mm 최소길이 가 20. 0mm이다. 치근의 형태 
는 straight 39%，root distal curve가 32% 라 하 
였는 바 본 실험에서의 상악견치의 길이는 28mm였 
다.

눌째로 시 -작-이 교방면에 대해 약 12° 의 root dis- 

tal inclination을 갖는다. 교합면에 수직 인 치아에

비해 이렇게 root distal inclination된 치아를 dist

al 방향으로 retraction시 center of resistance 가 
더 치 경측에 위치될 것으로 사료된다.

Speckle interferometry를 상하, 좌우 두 방법으 
로 시도하고 holographic interferometry로 확인한 
것은 speckle interferometry가 비록 아주 정확하 
게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설험상의 error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 또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 
되고 외국에서도 1986년 Dermaut1，1 에 의해 상악제 

1대구치에 처음으로 시도된 방법이므로 이 실험의 
결과를 더 확실케 하기 위함이다. 교정력은 수학적 
으로 vector로시 다루어 질 수 있다. 즉 치아에 힘 

이 가해졌을 때 이 힘올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 
로 나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각 point의 이동 
방향을 수평력과 수직력으로 분류하여 그 값을 구 
하려고 시도 함으로써 치아의 이동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려 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오차는 fringe를 육안으로 읽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오차율을 가능한 줄이 
기 위해 3 번씩 읽어서 일치되는 값을 사용하였으 
나 보통 8%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본다.

치근막 대치물인 Araldit 208도 본 실험에서 오 

차 의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술 
한 바와같이 인체치근막과 아주 유사한 성질의 gl

ue 로서 60mg/cm의 탄성을 갖는다고 하였는 바 생 
체치근막과의 차이는 생체 실험이 아닌 이상 피치 
못할 오차라고 생각되며 이를 고려하여 힘을 가하 
기 전에 기록하고 힘을 가한 후 1분30초 기다린후 
기록하고 10분의 간격을 둔 후 다음 단계의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탄성이 회복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를 두었다.

본 실험의 결과 laser speckle interferometry 는 
치아이동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으며 좀더 응용한다면 
교정탁 분야에 유이만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Center of resistance는 치아이동 양상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인이다.



저자는 건조두개골에서 정상 치축을 갖고 치근이 
원심 만곡된 한 상악견치의 center of resistance 

를 찾기위해 인체에 해가 없고 초기 치아 이동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의 정량 분석이 가능한 laser 

speckle interferometry와 laser holographic inter

ferometry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degree or rotation의 즉정에서 center of 

resistance는 치조골 정상에서 치근단쪽으로 4.4/ 

18.0 level에 위치 하였다.

2. degree of tipping즉정에서는 center of res- 

istance가 치조골 정상에서 치근단쪽으로 4.6/18.0 

level에 위치 하였다.

6. holographic determination에서는 traction 

line이 치조골 정상에 서 3 mm level과 6 mm level 사이 
에 서 bodily movement 가 일어 남을 보여 수었 다, 따 
라서 이 level에 center of resistance가 위치한다 
고 볼 수 있고 이 결과는 speckle interferometry 

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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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XPERIMENTAL STUDY OF THE CENTER OF RESISTANCE OF A 
MAXILLARY CANINE USING LASER SPECKLE INTERFEROMETRY 

AND HOLOGRAPHIC INTERFEROMETRY

Soo Ryong Lee

Department o 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Byung Hwa Sohn, D.D.S., M.S.D., Ph. D.)

The center of resistance is a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of tooth movement pattern.

Laser speckle interferometry, recently developed for noninvasive measurement of small 

displacements (microns), was used to detect the center of resistance of a maxillary canine which 

has normal tooth axis and distal curved root in dry human skull.

Laser holographic interferometry was used to verify the results of laser speckle interferometry 

The following result were obtained;

1. In measurement of the degree of rotation, center of resistance was localized when the trac

tion line passed 4.4/18.0 level from alveola crest to root apex.

2. In measurement of the degree of tipping, center of resistance was localized when the traction 

line passed 4.6/18.0 level from alveola crest to root apex.

3. In holographic determination, the center of resistance was observed when the traction line 

passed between 3mm to 6mm level from alveola crest to root apex，therefore the results 

using laser speckle interferometry was coincided with holographic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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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inges and analysis in degree of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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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ial point

The fringes and analysis in degree of tipping 
d : amount of displacement (/xm) p : direction of displac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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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holographic interferome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