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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Vascular changes in the periodontal ligament of the rat incisors following application 

of experimental orthodontic forces were examined by the India ink perfusion method.

57 rats were used for this experiment.

The rats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54 rats) and control group (3 rats). 

54 experimental rats were divided into group I (27 rats) and group II (27 rats). The 

right and left upper incisors of group* I and group II rats were separated distally with 

forces of 20gm, 70gm respectively.

The vascular changes of periodontal ligament were observed histologically by means of 

light microscope after 1, 2 and 3 days of tooth movement and 1,3,5,8,14， and 21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one day of tooth movement, occlusion of blood vessels, hyalinization of perio

dontal ligament and resorption of alveolar bone adjacent to the alveolar crest on 

pressure side were observed.

Above the tissue changes on the pressure side of group II were more severe than 

those of group I.

Especially, septal bone of group II was separated after 2 days of tooth movement.

2. In tension zones, periodontal space was widened and periodontal fibers were orientated 

in the direction of puil.

The blood vessels of periodontal ligament were distended. New bone deposition 

was seen along the inner surface of the alveolus after 2 days of tooth movement.

3. After 3 days of tooth movement, deposition of new bone was seen along the 

periosteal surface of alveolar bone on pressure side, progressing with increasing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Remodelling of the new bone was occurred 5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4. 3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invasion of blood vessels into the marginal ] 

periodontal ligament on pressure side was observed clearly and the vessels below the 

epithelial attachment were increased. 1

5,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hyalinized structures disappeared concomittantly 

with an invasion of blood vessels from the neighboring periodontal ligament.

14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the vessels in the periodontal ligament 

of group I were finished the vascular rearrangement.

21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the vessels in the periodontal ligament 

of group II were finished the vascular re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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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교정력을 가하면 치조골이 흡수되어 치아가 

이동하며 이때 치근막의 모세혈관은 교정력이나 교합 
압에 대응하여 치주조직의 개조나 완충작용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61) 치아이동시 치근막이나 

치수의 혈관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1，2，20，21，23,29パ7，50，53，54)

Garfunkel 과 Sciaky,n> Kindlova,211 Kramer,23> 

Adams,1，21 Castelli12，13)는 India ink를 사용해서 치근 

막의 혈관구조를 연구했고，Cohen1*，151 은 radiopaque 

material, carmine gelatin, India ink 등 여 러 가지 다

양한 재료를 총경동맥으로 주입해서 하악골의 혈관구 
조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한 Nuki와 Hock,361 Kin- 

dlova201 는 latex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Nakamura33-351 Yoshikawa50) Takeyaraa47) 

가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치근막외 혈관구조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설치류절치는 기저부에서 절단에 이르기까지 세포가 
중식，분화하며 dental tissue 의 형성과 석희화과정이 

진행되면서 계속 맹출하는 치아로서 dental tissue의 

정상발육에 대 한 연구에 적 합한 치 아라■고 볼 수 있다.161 

특히 임상교정에서는 발현된 부정교합을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하여 정 상상태로 유도하고 환자의 성 장을 

이용하거나 조절하여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근단이 완성되지 않은 치 아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다. 근단이 미 완성된 치 아는 보다 신속한 이 

동이 가능하나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시 킬 수도 

있다.

설치류 절치를 대상으로 Kindlova와 Matena22)는 
India ink를 주입하여 치근막의 혈관계를 연구하였고， 

Adams2) 는 설 치 류 절 치 의 법 랑기 에 대 한 혈 액 공급을, 

Beersten,4，하 Sloan,44) Carmichael,U) Melcher31t-c- 백 

서 절치 의 계 속적 인 맹 출에 는 치 근막섬유아세 포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Main과 Adams,29> Mo- 

xham32)은 혈맙과 설치류 절치의 맹출화의 관계를 연구 
하였으며， Berkovitz，61 Berkovitz와 Thomas,a) Ber- 

kovitz, Migdalski, Solomon” 은 설치류 절치의 일부 절 

제 가 맹 출에 미 치 는 영 향에 대 하여 많은 연 구를 하였 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교정력을 가했 

을 경우에 백서상악절치의 치근막 혈관변화에 대한 연 
구보고는 매우 드물다.

이 에 저 자는 백서상악절치의 실험적 이동시 치근막 
혈관변화에 대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 다.

표. 실험재료 및 방법

체중 250〜300gm의 Spraque-Dawley계 웅성 백서 

57마리를, 대죠군 3마리，실험군 54마리로 나누고，실 

험군 54마리 중， 20士5gm의 교정 력 을 가하여 상악절 
치를 이개시킨 군을 I 군(27마리)，70±10gm의 교정력 

을 가하여 이개시킨 군을 H 군(27마리)으로 나누었다 
(Table 1).

실험군의 장치 는 T.M.A. Wire(Ormco 회사제 품)로 

제 작한 helical spring올 20±5gm(I 군), 70±10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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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appliance in situ. Right and 
left upper incisors were moved distally with 
active spring.

(A 군)이 가해지도록 각각 활성화시켜 상악 좌우 절치

Table x. Number of experimental rats ot each group 
used in this study

Group No. of rats

Control Group 3

Experimental Group I 27

Group Group II 27

절단 약 3〜tom 하방에 위치하도록 0.009" 결찰선으 

로 묶은 다음 Mono-Lok(Rocky mountain 회사제품) 

으로 고정시켰다(Fig. 1).

치 아이 동은 3일간 행 하고, 교정 장치 장착 후 1,2,3 

일, 장치 제거 후 1,3，5，8,14，21일째 마다 각각 3마리 
씩 Thiopental 30<1̂ 1111(4〜7111용/1̂ ) 을  복강내로 주입 

하여 전신마취 시킨 후 개흉하여 heparin이 함유된 생 

리식염수를 좌심실에서 홀려넣어 우심실로 혈액을 뽑 
아낸 다음 5% gelatin을 첨 가한 India ink를 주입 하였 

으며, 구강점막 및 양측안검이 검게 변화되는 것을 확 

인하여 주입을 완료하였다.

India ink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부를 결찰한

Fig. 2. Direction of section; oblique coronal section. 
U.I.: Upper Incisor 
E : Enamel 
D  : Dentin 
P : Pulp

Fig：. 3. Frontal view of the tooth movement after 
2 days of experimental tooth movement 
(70gm).

후 두부를 절 단하여 즉시 냉 장고 속에 서 gelatin을 경 

화시켰다. 경 화된 후 두부의 표피를 벗겨 내 고 10^ 

formalin 용액 에 24시 간이 상 고정 시 키 고 5% nitric acid 

로 3〜4일간 탈회하였다.

통법 에 의 하여 수세 및 상승에탄울로 탈수한 후 
Celloidin 포매를 하고 100〜 15(Vm의 절편올 제 작하여 
투명 표본 및 Hematoxylin-Eosin 영 색 표본을 제 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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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일반조직표본을 제작하기 위하여 통법에 따라 

Para伍n 포매를 해서 5〜7서m 의 절편울 제작하고 He- 

matoxylm-Eosin 염색을 시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하였다(Fig. 2).

또한 치 아이 동속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교정장치 장 

착 후 1,2,3일, 장치 제 거 후 1,3, 5,8일째 상악 좌우절 
치의 치간이개 거리를 0.1mm까지 측정하였다(Fig. 3).

I. 실험 성적

1. 대조군의 소견
가. Celloidin 표본 소견

치근막의 혈관분포상태는 근, 원심 모두 주혈관이 

치조골면을 따라서 치아장축에 평행하게 주행하며 이 
혈관으로부터 미세한 혈관들이 치아장축에 대해 직교 

또는 사선방향의 분지를 내고 있다(Fig. 4-A, 4-B, 

4-C).

순축에서는 풍부한 혈관돌이 망상구조를 이루고 치 

간유두부에서는 굵은 주혈관들이 치아장축에 평행으로 

주행하며 많은 분지를 내어 이 분지와 치근막 혈관외 분 

지들이 서로 문합올 이루고 있옴율 볼 수 있고 부착상피 
직하에도 풍부한 혈관망이 관찰되었다(Fig. 4-C.4-D).

나. Para伍n wax 표본 소견

근심, 원심축 치근막 간격은 치조정부위에서 기저부 
부위까지 비교적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며, 치근막섬유 
는 치 아장축에 직 각 또는 사선으로 주행하고，치 조골 

표면은 약간 거칠면서 균일한 양상율 보였다. 많은 혈 
관들이 치조골측에 치우쳐 나타났다(Fig. 4-E, 4-F).

순축에서는 법 랑아세포충과 매우 풍부한 혈관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4-G).

% 싫험군의 소견

(1) 장치장착 1일 후
가. Celloidin 표본 소견

압박측(원 심촉)에 서 는 치 근막간격 이 좁아졌고, 주혈 
관은 치 조골측에 치 우쳐，점상 또는 영 주상으로 나타 

나며 치조정 부근에서는 혈관이 소실되어 보이지 않았 
다(Fig. 5-A). 이러한 상태는 I 군보다 I 군에서 더욱 

심하다.

견인측(근심측)의 치근막 간격은 매우 넓어져 있고 
혈관은 불연속선상으로 나타났다(Fig. 5-B).

나. Paraffin wax 표본 소견
압박측의 치근막 간격이 매우 좁아졌고 치근막 섬유 

의 주행은 치아장축에 평행하며 혈관은 폐쇄된 양상올 
보였다. 치근막 섬유가 초자양변성된 부위도 나타나

며 1군에서 치조골 흡수는 보이지 않으나(Fig.5-C) 

표군에서는 치조정부위에 미약한 골 흡수상이 보였다.

견인측의 치근막 간격은 매우 넓어져 있고 치근막섬 
유의 주행은 치아장축에 직각으로 배열되고 혈관은 약 

간 중가된 양상을 보이 며 I 군에 서 는 치 근막섬 유의 단 
절현상도 나타났다. (Fig. 5-D).

(2) 장치 장착 2일 후
가. Celloidin 표본 소견
압박측의 치근막 간격은 장치장착 1일째보다 더욱 

좁아졌고 치근막의 주혈관과 분지들은 치조정 부위 

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착상피 부위의 혈관들 
도 소실되어 있다(Fig. 6-A).

견인측의 치근막 간격은 매우 넓어졌으며 B 군에서는 

더욱 심하고 주혈관은 불연속선상으로 나타났다(Fig. 

6-B).

나. Paraffin wax 표본 소견

맙박측의 치 근막 간격 은 장치장착 1일째 보다 더 욱 
좁아졌고 초자양변성 , 혈관 폐쇄상태 , 치 조골 홉수 정 

도가 장치장치 1일째 보다 더 욱 심 하게 나타났다.

견인측의 치근막 간격도 상당히 넓어지면서 I 군에 
서도 치근막 섬유의 단절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1 군 

에서 치조골 내측에 미약하게 신생골이 형성되기 시작 
하였다. 특히 n 군에서는 치조중격이 이개되는 양상도 
보였다 (Fi& 6-C).

(3) 장치 장착 3일 후

장치장차 2일 후의 양상과 거 의 비 슷한 소견올 나타 

냈으며 Celloidin 포매 소견은 근심측에서 주혈관분지 

들이 치 아장축에 사선으로 매우 신장된 양상을 보였으 
며 (Fig. 7ᅳA), Paraffin wax 포매 소견은 압박측의 치 

조골 외측벽에 내측벽의 치조골 흡수에 대한 보상성 신 

생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록히 이런 양상은 I 군에 
서 더욱 뚜렷하였다.

(4) 장치 제거 1일 후
가. Celloidin 표본 소견

원심축(장치 장착시 압박촉)의 치근막 간격은 장 
치 장착 때보다 넓어졌으며 치조정근처의 주혈관 및 

분지혈관과 부착상피부위의 혈관은 보이지 않았다 
(Fig.8 ᅳ A).

근심측(장치장착시 견인축)의 치근막 간격은 장치장 
착 때보다 현저히 좁아져있으며 주혈관은 치아장축에 
평행으로 주행하였다(Fig. 8-B).

나. Paraffin wax 표본 소견

원심측의 치근막 간격은 상당히 넓어져 있고 치근막 

의 단절현상이 나타났다. 초자양변성부위, 혈전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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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치조골 내촉에서는 골홉수, 외측에서는 골형 

성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fl군에서도 신생골형성이 치 
조골 외측벽에 나타났고 I 군에서는 더욱 활발히 진행 

되었다(Fig. 8-C, 8-D).

근심 촉의 치 근막 간격 은 장치장착시 보다 많이 좁혀 

졌으며 치근막섬유는 치조골축에서는 치아장축에 사선 

으로 주행하나 치 아측에서는 불규칙하게 주행하였다 

(Fig. 8ᅳE).

(5) 장치 제거 3일 후
가. Celloidin 표본 소견

원심촉에서는 치근막 간격이 장치제거 1일째 보다 
약간 넓어졌고 주혈관은 치아장축에 평행하게 점상 또 

는 불연속선상을 보이나 장치 제거 1일째 보다 뚜렷이 
중가된 양상을 보였다(Fig. 9-A).

근심측에서는 치근막 간격은 거의 정상이며 주혈관 

은 치 조골면을 따라 치 아장축에 평 행 으로 주행한다. 또 
한 치 간유두부에서 도 혈관 수가 중가하였다CFig. 9-B).

나. Para伍n wax 표본 소견

원심측에서는 치근막 간격이 거의 정상이며 초자양 
변성 부위 가 많이 적 어지 나(특히 I 군) 치조골 흡수는 

계 속 진행되 며 잠행성 골흡수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특 
히 I 군) (Fig. 9-C).

근심축에서는 치근막 간격이 거의 정 상이며 치근막 
섬유가 치 아장축에 사선으로 배 열되는데 I군에서 夏 

군보다 더욱 균일하게 배열되었다. 치조골 내측에는 선 

생골이 계속 침착되었다(Fig. 9-D).

(6) 장치 제거 5일 후
가. Celloidin 표본 소견

원심측의 주혈관은 치조정부위까지 재생되어 나타났 
으며 (Fig. 10-A) 근심축은 거의 정 상이 다(Fig. 10-B).

나. Paraffin wax 표본 소견

I 군의 원 심 축에 는 초자양변성 부위 가 미 약하게 남아 
있으면서 치근막섬유의 주행은 치조골축에서는 치아장 
축에 직각，치아축에서는 여전히 치아 장축에 평행으 

로 배 열되고 치 조골 외촉벽의 선생골의 개 조가 많이 진 
행되었고 a 군에서는 여전히 초자양변성된 부위가 많 

이 남아있으면서 치조골흡수(톡히 잠행성흡수상이 많 

이 보임)가 여전히 진행되었다. 근심측의 치근막은 거 

의 정상 소견올 보였다.

(7) 장치 제거 8일 후
가. Celloidin 표본 소견

근심축의 혈관구조는 군에서 거의 정상소견율
보였다(Fig. 11-B). 원심축에서는 I 군의 주혈관이 치 

조골율 따라 치아장축에 평행으로 주행하면서 치은 방

향으로 분지 를 냈다(Fig. 11-A, 11-C). 그러 나 B 군에 

서는 혈관 수가 많이 중가했으나 치근막 혈관의 분지 

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Paraffin wax 표본 소견

근심축은 거의 정 상소견을 보였다. 원심측은 I 군에 
서는 미약한 초자양변성부위와 미세한 골홉수(특히 직 

접성 골흡수)는 계 속되 나 재생 이 많이 된 반면 (Fig. 

11-E) n 군에 서는 여 전히 초자양변성 부위 가 많이 남아 

있고 광범위한 골흡수(특히 잠행성 골흡수상)가 계속 
되었다 (Fig. 11-D).

(8) 장치 제거 14일 후
가. Celloidin 표본 소견

I 군에서는 근, 원심측 치근막 혈관 양상은 거의 정 
상 소견율 보였다. II군에서는 원심측 주혈관이 치조 

정 부위까지 재생하여 치은 방향의 분지를 내며 부착 

상피 부위의 혈관의 수도 중가하였다(Fig. 12-A, 12- 

B, 12ᅳC, 12-D).

나. Paraffin wax 표본 소견

I 군에서 근, 원심 치근막은 정상 소견을 보이나 I 

군에서는 원심축 치근막 섬유 주행이 약간 볼규칙하며 
미 약한 골흡수 양상이 남아있었다(Fig. 12-E).

(9) 장치 제거 21일 후
S 군에 서 도 Celloidin 표본 및 Paraffin wax 표본에 

서 정상 소견율 보였다.

교정 장치 장착 후 치 아이 동 속도와 장치 제 거 후 복 

귀량을 축정 하기 위 하여 교정장치 장착 후 1일, 2일, 

3일, 장치 제거 후 1일, 3일, 5일, 8일 후의 치간 이 

개 거 리 를 축정 하여 평 균치 를 계 산하였는데 치 아이 동 
속도는 1 군이 1 군보다 빨랐으며 (Table 2) ，복귀 속도 

는 I 군이 fl 군보다 빨랐다(Table 3).

Taolc 2. Amount of diastema following the appli
cation of orthodontic force(mm)

o o
Group

Group I 0. 53 0. 67 1.04
Group I 0.74 1.25 1.22

Table 3. Amount of diastema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appliance(mm)

1 3 5 8

Group I 

Group H

0. 33 

0. 50

0.13 

0.14

0.06

0,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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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 을  경 우 , 치 근 막 현 관 의  힐 액 울  Volkman관 을  통 해 서

If. 총괄 및 고안

Ueki，Naka，Yamauchi43ᄂ는 백 서 상악절치 에 각각 30 

gm, 130gm의 교정력을 가하여 치아이동속도를 촉정하 

였는데 교정 력 이 클수록 치 아이 동량이 중가하였다고 보 
고했으며, Storey<51 는 5gm과 35gm의 교정 력 을 guinea 

pig의 절치에 가하여 동일한 보고를 하였다. 또한 
Boisson과 Giatielly19>는 백 서상악절 ̂! 에 30〜50gm의 

교정 력 을 1주일 동안 가한 후 3〜4mm 정 도의 치 간이 이 

개되고，장치 제거 후 14일이 지나면 거의 복귀되어 치 

간이 개가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런 연구결과들은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다. Storey45)는 이렇게 보다 
강한 교정 력 에 더 많은 치 아이 동을 보이 는 이 유는 설 

치류 절치 가 계 속적 으로 맹 출하는 성 질 때 문에 기저부 

가 완전히 석회화되지 않아서 교정력을 가했을 경우 
에 이 절치들이 약간 회전되고 휘어지거나, 측벽 치 
조골판이 매우 얇기 때 문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Ueki, Naka, Yamauchi^는 기 저부가 완성 되 지 않 

은 치 아에 교정 력 을 가했을 경 우, 상아질 형 성부전에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신적인 인자보다 국소적 
인 Stress가 더 욱 크게 작용하고 그 교정 력 이 크면 클  

수록 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대 조군의 혈관분포는 근, 원심측 치근막혈관분포보 

다 순측의 치근막 혈관분포가 매우 풍부했는데 이 부 

위에서는 법랑기에서 법랑질 조직형성이 계속되므로 

그것에 상응하는 혈관분포를 보인다 하겠다.

Adam# 는 순측 치근막 혈관은 매우 풍부한 망상구 

조를 이루며 특히 법랑질이 성숙되는 부위에서는 혈관 
수가 더 욱 중가한다고 보고하였다.

Kindlova와 Matena22)는 치근막의 혈관들이 치조정 

부근에서 끝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실험에서는 치근 

막혈관들이 치은 방향으로 미세분지를 내어 치은혈관 
분지 들과 서로 문합을 이 룰 뿐만 아니 라 골수, 골막상 

모세혈관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런 결과는 
Garfunkel과 Sciaky,미 Boyer와 Neptune,9) 高橋5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高橘51>는 성견의 치근막 혈관구조를 주사전자 

현미 경을 사용해서 연구보고하였는데, 그는 치근막의 
혈관은 치근측과 치 조골측에 각각 위 치하는 2충의 혈 
관구조로 되 어 있으며 이 중에 치조골측에 위 치하면서 

치아장축에 평행한 혈관은 Volkman관을 통하여 골수 
정맥망과 연결되어 있고 치근막혈관의 지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혈관은 외력이 가해

골수의 정맥망으로 홀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완충작용을 

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교정 력 을 가한 I일 후 I 군과 3군의 압 박측 치 근막 

섬 유의 초자양변성 된 부위 가 관찰되 었는데 ， Macapan- 

pan, Weinman과 Brodie28>는 이 런 초자양빈성 이 발생 
되는데는 6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고 Azmii£ix 는
6시간 내지 12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Reitan 

과 Kvam3” 도 이런 초자양변성은.백서같이 작은 등물 
에서는 즉시 그리 고 일씩 받생한다고 보고하였 다.

교정 력을 가한 후 압박측 치조골이 흡수되기 시 작하 
였는데 n 군에서 I 군보다 일찍 시 작되고 더욱 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치조골의 흡수는 교정력 
을 제거한 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며 I 군, II 군 모두 
에서 직접성 골흡수와 잠행성 골홉수가 관찰되었고 직 

접성 골흡수는 교정 력 을 가한 1일 후부터 관찰되 며 잠 
행성 골흡수는 교정 력 을 가한 3일 후부터 관찰되기 시 
작하여 장치제거 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I 군에서 장치 

제 거 5일 후, II군에 서 장치제 거 S일 후에 도 잠행 성 

골흡수가 발생하였다. 이러 한 잠행성 골홉수는 II군에 

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 교정력이 강할수록 잠행성 골 
흡수가 심하게 발생되는 양상음 보였다 * 또한 견인측 
의 치조골 내축벽과 압박측의 치조골 의측벽에서는 신 
생골이 침착된 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Reitan과 
Kvam,37) Rygh38~42i의 보고와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Little27)은 이러한 골홉수의 원인을 압박촉의 산소분 

맙이 증가하기 때문이 라•고 보고하였고，Trueta48)는 이 

런 골흡수는 혈관변화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Gianelly18>는 다양한 크기의 교정력을 개의 견 

치에 가한 후 치근막의 혈관변화와 골흡수 양상에 대 
하여 연구하였는데 치조골 홉수형은(직접성 골휴수와 

잠행성 골흡수) 단위 면적 당 가해 지 는 교정 력 의 크기 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 에 서 교정장치 장착 1일 후 압박측의 혈관은 
폐쇄되고 치조정 근처의 혈관은 소실되었는데 Cas- 

telli,13) Matsuo, Kishi, Takahasi,30) Rygh，41) 高 
橋，52'피 Gianelly18)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Na

kamura 등35J도 백서구치 에 10〜20gm의 교정 력 을 3일 

간 가한 후 치근막 혈관구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1일째，2일째는 치근막 혈관이 맙박측에서 약간 협측 
으로 이동하고 치 조정부근에서는 혈관이 소실된 부위 

도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보고에 서 Nakamura 등 은  백 서 구치 를 실 
험 이동시켰을 경우 7일 후부터 모세혈관 수가 중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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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6일에서 31일 후에는꼬불모불한 혈관들이 많이ᅳ보 

이 며 31일 후에 는 염중소견에서 와 유사한 새로운 혈관 
들이 치조정 근처에 많이 보이며 이러한 혈관돌이 굵 

고 치밀한 것은 교정력이 이 부위에 많이 가해졌음을 

암시한다고 보고하였다.

교정력을 제거하였을 경우 혈관이 재생되는 속도에 
따라서 맙박측 치근막의 초자양 변성 된 부위가 감소하 

고 치근막 섬유가 재생되며 압박측의 치조골 외측벽에 

신생골이 활발히 형성되놨으며 I군에서 1!군보다 재 
생속도가 빨랐다.

Ry하 42>는 백 서 구치 에 5〜25gra의 교정 력 을 가한 후

2일에서 14일 사이 에 인접 치 근막에서 혈관과 세포가 

증식, 침투해 들어와서 초자양 변성된 조직이 사라진 
다고 보고하였고, Azumaか도 압박측 치근막의 초자양 

변성된 치근막 섬유의 자 생은 21일 이상 소요되고 치 
조골의 부분적 재 생 도 。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Matsuo, Kishi, Taki.hashi30K는 개 의 제 2 소구치 에 

150gm의 교정 력올 가한 후 7일째부터 혈관이 침투해서 

60일이 지나야 혈관망이 수복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초자양 변성된 부위가 없어지고 치근 

막 혈관망이 완전히 정 -̂ 소견，치근막 섬유의 배열이 
정 상 소견을 보이는데 I 군은 14일， II 군은 21일이 소 
요되었는데 여러 학자뉴의 보고보다 더욱 빠르게 혈 

관이 재생되는 결과는 4 험 방법상의 차이도 있겠으나 
백서 절치가 계속적인 인출을 하는 치아로서 혈액 공 
급이 더욱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I 군에 서 보다 fl 군에 H 치 근막 섬유, 치 조골의 파 
괴 정도가 심하며 이 치근막 섬유의 재생과 치근막 혈 
관의 재생 속도가 II군에서 약간 느리게 진행된 것 의 

에는 I ，fl 군의 차이점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큰 교정 력이 치아에 단기 

간 가해졌을 때 그 치0 .의 치근막에 혈액 공급이 풍 
부할 경우 파괴된 치근막은 충분히 재생됨을 보여주 

었다.

V. 결 론

57마리의 백서 상아걸치에 교정력을 가한 후 India 

ink를 주입해서 치근막의 혈관변화를 연구하였다. 실 

험 백서를 대조군 3마리，실험군 54마리로 나누고 설 
험군 54마리 를 2개의 군으로 나누어 1 군은 20gra, H 

군은 70gm의 교정 력을 부여하여 백 서 상악절치를 원 
심 방향으로 이개시 켰다.

치 근막 혈관 변화를 교정장치 장착 후 1,2，3일, 장 
치 제거 후 1,3, 5，8，14, 21일 후 광학현미 경적 관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군과 ]!군 모두 압박측 치 조정부위 의 치 근막 

에서 혈관의 폐쇄，치근막의 초자양 변성 및 치조골 

홉수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조직 변화는 II 군에서 1 군 
보다 더욱 심하고，장치 장착 2일 후에는 치조 중격 

이 이개 되었다.

2. 견인측에서는 혈관이 신장되고 치근막섬유의 단 
절이 보였으며 장치 장착 2일 후부터 치조골 내측벽에 

신생골 침착이 발생하였다.

3. 장치 장착 3일 후부터 원심촉 치조골의 외측벽에 
신생골 침착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장치 제거 후 
더욱 뚜렷하였으며 장치 제거 후 5일부터는 이 신생골 

이 개조되었다.

4. 장치 제 거 3일 후부터 암박되었던 부위 에서 주혈 
관이 재생되기 시 작하였으며 부착상피 부위에저도 혈 

관 수가 중가하였다.

5. 장치제거 후 점차적으로 치근막 혈관이 재생되면 
서 초자양 변성된 치근막이 감소되었는데 1 군이 표군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장치 제거 14일 후에는 I 

군의 치근막 혈관 재배열이 완료되었고, 장치 제거 21 

일 후에는 II군의 치 근막 혈관 재배열도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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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OF FIGURES

Fig. 4. Control specimens 

Fig. 4-A. Celloidin section, (H-E stain x 10).

Fig：. 4-B. Celloidin section, (H-E stain x 10).

Fig：. 4-C.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No stain x 100).

Fly. 4-D. Celloidin section, labial side (No stain x 100).

Fig. 4-E. Para伍n section, mesial side (H-E stain x 40).

Fig. 4-F. Para伍n section, distal side (H-E stain x 100).

Fig. 4-G. Paraffin section, labial side (H-E stain x 100).

Figr. 5. Experimental specimens after 1 day of tooth movement.

Fig. 5-A. Celloidin section, dist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0).

Fiff. 5-B.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卯lied (No stain x 100).

Fig：. 5-C. Paraffin section, dist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ied (H-E stain x 100).

Fig. 5-D. Paraffin section, mesi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Fig. 6. Experimental specimens after 2 days of tooth movement.

Fig. 6-A. Celloidin section, dist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0).

Fig. 6-B.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0).

Fig. 6-C. Para伍n section, mesi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llied (H-E stain x 100).

Septal bone was separated.

Fig. 7. Experimental specimens after 3 days of tooth movement 

Fijr. 7-A.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70gtn of orthodontic force a即lied (H-E stainx 100).

Blood vessels were distended.

Fig* 8. Experimental 행)echnens 1 day after remvol of orthodonc force.
Fig. 8-A. Celloidin section, dist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0).

Fig. 8-B.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llied (No stain x 100).

Fiff. 8-C. Paraffin section, dist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Periodontal 

fibers were teared.

Figr. 8-D. Parson section, dist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Deposition of 

new bone was seen along the periosteal surface of alveolar bone on distal side.

Fig. 8-E. Para伍n section, mesi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Fi효. 9. Experimental specimens 3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Fig. 9ᅳA. Celloidin section, dist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ᄋ).
Ihvasion of blood vessels into the upper periodontal ligment was observed clearly.

Fig. 9-B.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0).

Fiff. 9-C. Para伍n section, dist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Undermining bone resorption was observed.

Fiff. 9-D. Para伍n section, mesi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Fig, 10. Experimental 印ecimens 5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Fig. 10-A. Celloidin section, dist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Invasion of 

blood vessels into the marginal periodontal ligament was observed clearly.

Fig. 10-B.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Fig：. 11. Experimental specimens 8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Fig. 11-A. Celloidin section, dist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0).

Fig：. 11-B.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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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r. 11-C. Celloidin section, dist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No stain x 100). The vessels

below the epithelial attachment were increased.

Fig. 11 ᅳD. Paraffin section, dist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Severe 

undermining bone resorption was observed.

Fig. 11-E. Paraffin section, dist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llied (H-E stain x 100). Direct bone 

resorption was still observed.

Fig*. 12. Experimental specimens 14 days after removal of orthodontic force 

Fig. 12-A. Celloidin section, mesi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llied (H-E stain X100).

Fiff. 12~B. Celloidin section, interdental papilla,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Fig*. 12-C. Celloidin section, distal side,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Fig. 12~D. Celloidin section, epithelial attachment 7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Fig. 12~E. Paraffin section, distal side 20gm of orthodontic force applied (H-E stain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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