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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의 치료는 교합관계늘 개선해 주는 것과 

동시에 상하악골간의 관계 그리고 주위 안면골과의 

관계블 개선해주도록 해야한다. 부정교합은 어.린나 

이에 조기치료 함으로 해서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더 심화되는것을 방지할수 있고 골격성 부조화가 

있는 부정교합의 경우 악안면-;,:.의 성장이 방성한 

시 기에 악외정 성력 (extraoral orthopedic force) 을 

이용하여 치료를 시행할수 있다.̂  교정치료의 결과 

로 치열과 안면골과의 균형삽힌 관계를 갖기위해서 

악외 교정장치가 사용되어 왔고, 악외교정장치는 

악골의 성장을 억제, 촉진시키 거나 성장방향을 변 

화시키게 된다.

골격성 ID급 부정교합의 교정치료로서 악외정형 

력을 이용하는 경우 chin cap을 수로 사용하여 하 

악골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성장방향을 변화시키고 

자 하였다. 골격성 DI급 부정교합은 상악은 정 상이 

고 하악이 전방 돌출된 경우, 하악은 정상이고 상 

악이 후방에 위치하는 경우, 혼합형으로서 상악은 

후방에 위치하고 하악은 전방돌출된 경우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 상악이 후방위시하는 경우는 상악골의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전방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면 

골에 대한 악골의 균형관계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수 없다！이

TweedT1 는 DI급 부정교입을 두가지로 분류한바 

A형은 하악은 정상인데 상악이 열성장한 경우이고

B 형은 하악이 과다 성장한 경우로서, A형은 7 ~

9 세의 혼합치 열기에 상악전방견인에 의한 정형력 

으로 치료해주어야 함을 만일 유치열기에 이 부정 

교합이 있는 경우 4 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을 보고하고 있다. Bell, P rof it t 와 White*1 는 골 

격성 ID 급 부정교합에서 상악 열성장에 기인된것이 
30~40%로 상당히 많음을 보고 하였으며 상악을 

전방위치시켜야함을 강조하였다. Jacobson”1 은 149 

명의 1D급 부정교합 환자로 연구한 결과 거의 1/4 

이 상악의 열성장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고 하였으며 이 경우 임상치료시 필히 상악전방 견 

인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임상적으로 19세 기 중반에 상악치。1를  전방으로 

이동시키 려는 목적으로 정형력을 이용한 장치를 사 

용하였다. 1944년 Openheims<l 은 피급 부정교합의 

치료에서 하악골을 후방으로 움직이거나 줄이는 것 

은 불가능하지만 상악골을 전방이동시켜 하악의 전 

돌을 상쇄시킬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여러 선학들이 

동물실험을 통하여 악외정형 력에 의하여 상악의 전 

방이동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네 »■»’ *».삐

Dellinger*'는 두마리의 원숭이를 이용한 연구에서 

구개급속확장후 급속확장장치에 Spring을 부착시 켜. 

6{»1»1(1(약 2,700^정도의  큰힘을 전방으로 적용한 

결과 상악이 전방이동한 것을 관찰하였고 상악이 

7 일만에 전방이동 될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Ka- 

mbara32'는 원숭이의 악안면 성장시 전방으로의 악 

외정형력을 준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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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주위 봉합선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실험기 

간중 상악의 전방이동과 약간의 시계 반대방향으로 

의 히전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Jackson28； Nanda 

49-50； Ishii221 는 원숭이에서 악외정형력 사용에 의하 

여 상악의 전방이동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전 

방으로의 악외 력이 상악을 통하여 두개안면골에 전 

해지면 두개골의 기저부까지 힘이 전달된다고 하였 

고 접 형골의 연골접 합부 같은 심층부에서 remodel

ing change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또한 Nanda52’531 

는 상악골체와 관골상악봉합선에서의 변위 양상은 

견인력 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Ishii 

231와 Jackson28'은 원숭이 블 이용한 동물실 험에서 

상악전방견인후 relapse양상에 대 하여 연구보고하 

였다.

Irie, NaKamura21 ^  어 린이에서 상악을 전방견인 
하기 위하여 chin cap에 상악전방견인장치블 부가 
하여 치료결과 상악 전방성장의 촉진과 상악과 하 
악의 위치관계가 개선된 것을 보고하였다. 이외에 
Cambell5： C ozani14： i r i e 20'21： Ish ii24’25; K inosh ita34； 

S h ap iro37, 57； Miki44； M iura45； S im onsen60； Yamam- 

oto711 Yoshiko72： 성76'이 임상증례 보고 및 임상적 
연구블 하였고, Nanda51: Yamaguchi70i 가 modified 

protraction headgear블 Nakano*81 가 가철성 장치블 
소개하고 있다.

상악골에 대 한 정 형력은 치 아에 가한 힘 이 상악 

골 및 주위 안면골에 전달되어 악안면골의 형태 및 

위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상악골과 주위골은 봉합 

선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떤 빈화볼 

야기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 예측하기 힘든 형태 

및 위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실험 

방법 이 사용되 고 있다. 정 형 력 이 악안면골에 미 치 

는 영향에 관한 응력분석 (s tre ss  analysis) 연구방법 

으로는 광탄성 법，유한요소법， strain  gage법, ᄂa- 

ser Holography를 이용한 방법 이 있다. 상악 전방 

견인이 악안면골에 미치는 잉항에 대한 응어분석 

연구로는 Hirose18； I t oh26； Kawagoe33'가 광 10:성법 

으로 연구하였으며, 김731 이 Reverse headgear 가 상 

악골체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요소법으로 연구하였 

고，H ata15: Ichigawa19) Miura46, Nakagawa47 y：- 

상악전방견 인시 의 생 역 학적 요과에 대 하여 strain  

gage법으로 연구하였다. 이와갇이 선학늘이 여버가 

지 방난으로 연구하였으나 광단성법 의 경우 광탄

성 물질로 안면두개골 모형을 만늘어 실험하므로 
봉합선이나 ■片적구조가 실제 두개골 상태와 같다고 
볼수 없으며, 유한요소법의 경우 실제 두개골 상태 
블 콤 4HH 에 입 력 시 킨 수 있 는 한계 가 있고， st rain 

gage 법의 경우 실제 두개골을 실험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계측점에 gage-y： 부착하여 측정하므로 gage 

가 부착되지 않은 부위의 응력분석이 불가능하다. 

저자는 상악전방견 인시의 응력분석으로 Holography 

로연구된것은 희소한 상태이며 Holography를 이용한 

방법이 실제 골격구조를 갖는 인간 두개골을 대상 
으로 실험할수 있으며 작은 변형도 가시적으로 또 
한 입체적 연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것에 착안하여 상악골 전방견인시 악안면골에 일어 
나는 초 기 반응에 관하여 double exposure hologra

phic interferometry로 연구한바 다소의 지견을 얻 
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n.  연구재료 및 방법n.

가.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는
AloV 전방 견 인시
체 에 요과터으로

성 인 건조 두개골을 사용하였다. 

치아를 통한 정형력이 상악골 전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상악치아를 

하나의 unit 으로 그ᄂ정 시 켜 주는 구내 고정 장치 (intra- 

oral anchorage) 가 필요하며 구내고정장치보서 상 
악^  급속 확장장치 인 Biderman type의 Hyrax Sc

rew  (Dent aurum 602-807) 블 제 1 대 구치와 견치 될 
banding하여 연결시켰으며，견치와 소구치의 험측면 
은 bracket 을 세 1 내구치 의 협즉면은 tube를 부착 
하고 O l ^ X ^ ^ w i r e 를 결찰하였다(Fig. 1 ) .

Fig. 1 과 같이 장치한 두개골을 무겁고 단단한 
금속고정장치에 양측 두성골과 후두골，전두골，대 
공부위'S: modeling compound■와 Epoxin을 사용하여 
고정시 켰다 (Fig. 2 ).

나. 연구방법

두개골을 고정한 장치는 진동이 방지되는 optical 

table위에 놓고 L a s e r， S hutte r ,  Beam splitter, 

Beam expander, At tenuat or,M irror 와 함께 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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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raoral anchorage unit

Fig-Z 두개골을

견인력은 양측에 각각 100g, 300g, 500g으로 하였 
으며, 또한 500g으로 전방견인과 동시에 Hyrax 

screw를 30° 회전시켜 확장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를 확장없이 500g 견인만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였 
다(참조 Table. 1 , Fig. 5 ).

Holography촬영을 위해서는 20mw He-Ne L aser 

(NEC GLG5700 A=6328A)룰 사용하여 두개골의 
정면과 우측면을 촬영하였고 유리판에 감광 emuls

ion0! coating된 hi하 resolution holographic plate 

(8E75, Agfa Gevaert, Belgium)에 견인력을 주지 
않은 상태 에서 촬영하고 동일 plate에 5 분간 견인

금속고정장치에 고정시킨 상태

Fig. 3. Holographic set up

하여 magnetic base로 고정하였다(Fi& 3 , Fig. 4 ) .

전방견인은 양측 견치와 양측 제 1 대구치에서 각 
각 시행하였다. 두개골 위에서 볼때 sagittal plane 

과 평행하게 견인하였으며 측면에서 볼때 교합면에 
대하여 평행，하방10: 하방20•로 견인하였다. 하중 
장치로는 dead weight t>pe로 견인력을 주었으며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i hologra

phic set up 

A ： Attenuator
B.E.: Beam expender (Lens, Pinhole) 

B.S.: Beam splitter 

HJ\: Holographic plate 

M: Mirror 

S: Sh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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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견인위치, 견인방향, 견인력

견 인위 치

교합면 에 

대한 

견인방향

견 인 력

견 치

0°

하방 10° 

하방  20°
100

9
300

9
500

y

500 9 

과

S c r e w

3 0 °

E x p a n 

s i o n제 1 대구치

0°

하방 10° 

하방 20°

Fig. 5. 교합면과 평행，하방10: 하방20°로 전방견인

력을 가한후에 다시 촬영하는 이중노출 (double ex

posure) 로 감광시켰다. 통법 에 의해 현상, 정착，표 
백을 하여 Holographic plate에 나타난 두개골상의 
간섭무늬 (interference fringeᅳ)블 Laser beam을 ■흔- 

해 관찰 하였다 (Fig 6b).

다. Double exposure holographic interferometry

Holography는 대상물의 삼차원상을 기록하는 촬 
영술이며 기록된 삼차원상을 Hologram이라한다. 

Hologram은 일반사진보다 월씬 더 정밀한 조건에 

서 ᄂaser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영상은 이차원의 평면이 아닌 원근의 입체감은 물 
론 여 러각도에 서 보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 
내는 삼차원상을 갖고있다.68‘77 

두개 의 레 이 저광선 (coherence light) 이 서로 만나

Fig. 6. Holography

(a) System for recording the hologram.

(b) Reconstruction of the ture, virtual 

image.

(c) Reconstruction of the conjugate, 

real image.

면 빛의 간섭효과가 나타나며 이러한 간섭효과가 
만드는 간섭무늬블 이용하여 삼차원의 실물체 영상 
을 기복할수 있다.

Hologram올 만늘기 위해서는 레이저 광선을 광 
분리 기 (Beam splitter)를 이용하여 두개의 광선으 
로 분리 하고 그중 한 광선 (물체광 : object beam) 은 
대 상물체(두개 골) 에 반사되어 서 holographic plate 

에 도달하고 다본 광선 (참조광: reference beam) 

은 직 접 holographic plate에 도달하게 한다. 이때 
물체광이 대 상물체 의 정 보블 갖고 holographic plate 

에 도달하여 합조광과 간섭을 일으켜 대상물체의 
삼차원적 정보블 plate에 기록하게 된다*' (Fi&6a).

Double exposure holographic interferometry 블 
위 해서 는 대 상물체에 견 인력 을 주지않은 상태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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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erference fringe on the skull.

우선 물체광과 참조광을 동시에 holographic plate 

에 주어 노출시키고 다음 대상물체에 견인력을 준 
이후 동일 holographic plate에 물체광과 참조광을 

동시에 주어 재차 노출시키면 변형 전후의 물체광 
이 공간적 간섭 (spatial interference)을 일으켜 Fig. 

7 과 같이 대상물체에 흑백의 간섭무늬 (interfere

nce fringe) 를 나타내게 된다. 간섭을 일으키는 원 
리는 일정한 파장을 가진 두개의 레이저광선이 만 
나면서 겹 쳐신 두 파장이 증폭 혹은 소멸하게 된다. 

두 파장이 겹쳐지면서 증폭된곳은 희게 소멸된곳은 
검게 나타나게 되어 흑백무늬를 나타내게 되고 이 
흑백 간섭무늬의 주행방향, 밀도 둥이 대상물체의 
deformation, displacement, rotation등을 지시 해주는 
정보가 된다?

m. 연 구 성 적 

가. 정 면  상

1. 악안면골에 나타난 간섭무늬의 양상은 거의 
좌우대칭상태 이며 치아와 치조골상의 간섭무늬가
더 조밀한 상태이며 전두상악 봉합선 부위로 갈수 
록 넓어지고 있어 치아와 치조골 부위의 변위량이 
더 큰 상태이다. 각 경우에서 견인력이 증가할수록 간 
섭무늬의 수도 증가하였다(사진부도 A1,A2, A3 참조).

2. 상악골에서의 반응
1) 간섭무늬는 대부분 수평상태이며 각 간섭무 

뇌는 거의 평행한 관계에 있어 상악골의 전상방 회 
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견인위치와 견인 
량의 경우 교합면과 평행, 하방 10,° 하방20° 로 견인

하는 순으로 간섭무늬의 수가 감소하여, 교합면 하 
방20°로 견인할수록 상악골의 전상방 회 전 양상이 
감소하였다(사진부도 Al, Bl, Cl, DI, El, F1, 참조).

2) 동일 견인량과 견인방향의 경우 제 1 대구치 
에서 견인하는 경우가 견치에서 견인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간섭무늬의 수가 더 증가 하였으나 교합면 
과 평행하게 견인하는 경우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사진부도 B1E1, C1F1, A1D1 참조).

3) 교합면과 평행하게 견인하는 경우 가장 간섭 
무늬의 수가 많았으며 견치에서 교합면 하방 20°로 
견인하는 경우 간섭무늬의 수가 가장 적었다 (사진 
부도 A1D1, C1 참조).

4) 각 경우에서•상악 전방견인과 상악확장을 동 
시에 실시한 경우는 상악골에서 약간 V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 상악골이 전상방 회전함과 동시에 좌 
우 상악골이 외측 상방 이동양상을 나타내었다 (사 
진부도 A4, B4, C4, D4, E4, F4 참조) .

3 . 관골궁(Zygomatic arch)에서의 반응
관골에 서 의 간섭 무늬는 봉합선을 경계로 상악골 

과는 다른 주행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교합면에 평 
행하게 견인하는 경우는 외측 상방을 향하고 교합 
면 하방 20°로 견인 할수록 수직상태를 보이고 있 

어 하방 견인할수록 관골의 하방 부위가 내측이동 양 
상을 나타내었다(사진부도 A3B3C3, D3E3F3 참조).

나. 측 면 상

1. 각골간의 간섭무늬 주행방향은 봉합선을 경 
계로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내었다.

2. 상악골에서의 반응

1) 간섭무늬수는 대부분 경우에서 견인력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견치에서 교합면 하방20* 

로 견인한 경우는 견인력의 증가에도 상악골상의 
간섭무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상악의 형태 변형 
없이 견인되었음을 보였다(사진부도 G1G2G3, 1112

13 참조).

2) 견치에서 교합면에 평행, 하방 10°로 견인한 
경우 견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치 치조골 부위에 
간섭무늬가 조밀하게 모이고 있어 전치 치조골 부 
위에 응력이 많이 집중됨을 보였다(사진부도 G3H3 

참조).

3) 상악골 확장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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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만 실시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악골 상의 간섭 
무늬 양상이 달라지고, 복잡하고 단절된 간섭무늬 
양상으로 상악골이 변형된 양상을 보였다(사진부도 
G4, H4,14，J4，K4， U  참조).

3 . 관골궁에서의 반응
1) 각 경우에서 간섭무늬수는 견인력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였고 관골과 측두골의 관골돌기에서 
각골상의 각간섭무늬는 서로 평행관계에 있어 관골 
과*측두골의 관골돌기가 측방회 전함을 보였다(사진 
부도 G1G2G3 참조).

2) 교합면 하방 20° 로 견인할수록 간섭무늬수가 
감소하여 변위량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사진부도 
G1H1I1, J1K1L1 참조).

3) 관골궁에서의 간섭무늬수가 상악골확장을 동 
시에 실시한 경우 전방견인만 시행한 경우보다 대 
부분 적게 나타났으나 견치에서 하방 20°로 견인한 
경우 더 많이 나타났다(사진부도 G3G4’ 1314 참조)

4 )  간섭무늬 방향이 교합면과 평행하게 견인한 
경우는 수직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합면 하방으로 
견인한 경우는 전상방을 향하고있어 교합면 하방으 
로 견인할수록 관골이 전상방 회전함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부도 G2,H2,I2,J2,K2，ᄂ2 참조).

4. 접형골의 외죽익상판(lateral pterygoid plate) 

에서 간섭무늬의 출현이 관찰되어 상악전방 견인시 
이부위에 응력이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IV. 총괄 및 고찰

레 이저 (L ase r)란 말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유도방줄에 의 
한 광증폭) 의 머리글자를 모은것 이다. L aser beam 

의 두드러진 특성은 가간섭 성 (Coherence), 단색성 
(Monochromaticity), 지향성 (Directionality), 휘도 
(Brightness) 이다?5’771 

즉 L aser beam은 대단히 밝은 가는선이며 단일 

주파수 즉 단일색으로 구성된 빛으로서 대단히 높 
은 규칙성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예측할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광원보다 월등히 우 
수할 뿐아니라 에너지 출력도 높다. 이러한 특성으 
로 L aser beam을 Holography에 이용할수 있다. 

1947년 영국의 과학자 Danis Gabor가 Holography

이론올 처음 생각해 냈으나 당시에는 불완전한 광 
원의 사용으로 완전히 실증하지는 못하였고 1960년 
에 새로운 광원으로서 Laser beam이 개발된 이투 
에 실제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广

Holography가 치과분야에 많이 응용되었는데1970 

년에 들어서 치아의 이동이나 동요 (mobility) 에 관 
하여 응용되기 시작하였다.7ᄍ  본격적으로는 1980 

년대에 들어와서 치아이동시 center of resistance 

나 center of rotation을 찾기위한 시도로 응용되 
었다니.10.1니니2’61' 그리고 Head gear 사용이 나 상 
악골 확장등에서 두개안면골에 일어 나는 변화등을 
관침■하느데 으용되 었다1’9’13’30’31’3S- 36- 38- 39'40-56- 58'n'751

Holographic interferometry궁 double exposure 

technique은 힘을 가한 전후의 물체의 초기변위 (in- 

tial displacement)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물 
체의 전체부위에서 작은 변형도 가시적，입체적, 연 
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Kr- 

agt« ’*o>는 인간 건조두개골의 상악골에 headgear 

를 통한 악외 정형력을 가했을때의 초기반응을 Ho

lography 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관찰된 반응이 
생 체 누개골에서의 조기 반응과 특징상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두개안면골에 악외력을 가했을때 일차적으로 tr

anslation 이'4  rotation등 primary d isp la c e m e n t7} 

일어나 봉합선이 압숙되거나 늘어나거나 변형하게 
된다. 이 순간적 변위에서 center of rotation 이나 
center of resistance블 확인할수 있다, ィ-기 변위 
후에 각골의 조직학적 반응으로 골흡수와 골첨가에 
의한 remode ling 으로 각골이 새로운 크기나 모양 
새로운 위치로 변화되는 secondary displacement 가 

일어 난다.

Storey16,621는 guinea pig구개골에 tensile force 

블 가한 실험에서 정형력을 가했을때 상악골은 봉합 
선 가장자리 (sutural margin) 에서 이동된다고 하였 
고 봉합선에서의 조직학적 변화는 치근막(periodo

ntium) 과 유사하여 sutural ligament가 늘어나면 부 
착부위에서 bone deposit ion 을 촉진시키고 sutural 

ligament가 압죽되면 bone resorption0] 온다고 하 

였다. Kambara3̂ 는 macaca irus원숭이를 이용한 
상악 전방견인 설험에서 nonphysio logic external 

force를 가했을때 상악 골 주변봉합선 (circummaxill- 

ary suture) 에서 생리적 성 장 (physiolog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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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오는 remodeling과 확연히 구분되 는 변화가 있
었으며 봉합선이 벌어지는 것을 관찰하였고 상당히 
늘어 난 fiber bundle과 많은양의 신생 골이 벌어 진 
봉합선에 서 관찰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악전방견인시 악안면골의 초기 
변위에 대하여 관찰하였으며 성인 건조 두개골을 
사용하여 근육이나 인대등 연조직이 부착된 상태와 
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수 있겠으나 Kragt” ’*01 가 정 
형력을 주었을때 초기 반응이 어음 변위된 골부분 
에 있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본연干에서도 실제 골 
격구조와 봉합선을 가지고 있는 인간 두개골을 사 
용하였으므로 본연구에서 관찰된 초기변위가 생 체 
에 서의 초기변위와 유사한 상태 가 될수 있다고 사 
료 된다.

Arai1； Kobayasi35’361 등이 headgear블 사용하여 

상악을 후방견인 시켰을때 하중량이 증가할수록 각 
안면골상에 간섭무늬수가 증가하는 것을 또한 봉합 
선을 경계로 각골의 간섭무늬 주행방향이 서로 다 
른 것을 보고하였는데 상악을 전방견인한 본연구에 
서도 견인력이 증가할수록 간섭무너수가 -S-가하였 
고 봉합선을 경계로 간섭무늬가 단절되며 각 안면 
골 상의 간섭무늬 주행방향이 시보 다른 것을 보여 
주고있다. 이는 견인력이 증가할수록 변위량이 커 
짐을 의미하며 상악골 전방견인시 각 안면골이 서 
로 다른 방향으로 변위되고 있-；:- 것을 나타내며. 

Nanda‘9VF 영장류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상악 전 
방 견인시 각 안면골이 상악골과 다르게 변위 하고 
있으며 이는 각골의 변위가 각 봉합선에서 일어 나 
기 때문이라고 보고한것과 유사한 결과로 사 된 다 .

본 연구의 악안면골상에 나타난 간섭무늬는 삼차' 

원적인 물체이동에 대한 성보-II: 다 가지고 있지만 
시선과 직교되는 평면상의 이동보나는 시선방향으 

로 일어 나는 회전의 정보를 원 하 많이 가지고 있다. 

각 간섭무늬가 평행관계에 있으면 물체가 간섭무늬 
와 평행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 하는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간섭무늬를 Fizeou간섭무늬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악안면골에 나타나는 간섭무늬 
는 이 Fizeou간섭무늬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정면상에서 보았을때 상악골 확장을 실시치 않고 
전방견인만 시행한 경우 상악-표에서의 간섭무늬는 
대부분 수평상태이며 이는 상악골이 전상방으로 회 
전하고 있는 것으로 각 경우에시 다 전상방 회전양

상을 보이고 있는데, Itoh“ : Kawagoe피의 광탄성 
법 실험, Hata15； Ichigawa1*1 의 strain gage법 실험, 

Jackson*'； Kamhara”; Nanda4*’501 의 원숭이를 이용 
한 동물실험에서도 상악 전방견인시 상악골의 반시 
계 방향의 회전을 보고하고 있다. 본연구에서 교합 
면과 평행하게 견인한 경우는 많은 간섭무늬를 나 
타내고 있는바 전상방 회전량이 많옴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합면에 대하여 io: 2(r 하방각도를 갖고 

견인 할수록 간섭무늬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상 
악골의 전상방 회전량이 감소하며 좀더 견인방향으 
로 직선이동하는 것으로 유추할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견치에서 교합면에 대하여 하방20° 

로 견인한 경우에 상악골상의 간섭무늬수가 가장 
적으므로 전상방 회전량이 가장 적은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It oh2'； Kawagoe53가 광탄성법 실험에서 
상악제 1 대구치와 상악제 1소구치에서 각각 교합면 
과 평행 혹은 하방20°로 전방견인한 경우 상악제 1 

소구치에서 교합면에 대하여 하방20°로 견인한 경 

우에 가장 작은 반시계 방향회전을 보이고 있는것 
을 보고하였고 Ichigawa1*1 의 strain gage법 실험에 
서도 Itoh와 같은 결과를 보고한바 본연구 결과와 
비슷하다고 사료된다.

상악골체 의 저항중심 (center of resistance) 을 
Teucher6Si는 관골상악융합부에 있다고 하였으며, 

Nakagawa<71 는 상악골체 의 저항중심을 교합면과 평 
행한 선상으로 볼때 성 인두개골에서는 orbitale 와 
ANS 사이의 선상에，소아두개골에서는 orbitale 근 
처의 선상에 위치한다고 보고하였다. Mik产는 sa

gittal plane상에서 볼때 orbit의 하연, 상악제 1 대구 
치의 협측원심 근첨부, 상악제 1소구치의 근첨부를 
연결한 삼각형 내에 위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Hir- 

atoUi는 coronal plane분석에 서 상。제 1 , 제 2 소구 
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고하였다. Tanabe**1 는 상 
악골체의 이차원적 모델을 통한 실험에서 수평으로 
전방 견인하는 경우에 ANS와 비강중심 사이에서 
견인시 회전없이 이동하였고, 수직하게 견인하는 
경우는 상악게 1 대구치 원심부위에서 하방견인하는 
경우에 회전없이 이동하였으며 이 두 작용선의 교 
차점이 상악골체의 저항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 
였다. 본연구 결과 견치에서 교합면 하방20•로  견 
인한 경우에 전상방 회 전이 가장 적은것은 이 경우 
의 견인력 작용선이 상악골체의 저항중심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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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측면상에서 볼때 견 

인력이 증가하여도 상악골체의 간섭무늬가 거의 냐 
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가 다른 측방 변 
위없이 상악골체가 그대로 전하방 이동한 것을 보 
여주고 있으며 Ichigawa1*)가 strain gage법으로 연 
구한 결과 상악제 1 소구치에서 교합면 하방20°로 

견인한 경우 상악골의 변형양상이 적은 상태로 상 
악골체의 전방이동이 관찰되 었다고 보고한 것과 비 
숫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Itoh:sl는 광탄성법 실험 
에서 교합면과 평행하게 상악골 전방견인시 상악제 
1소구치에서 견인하는 경우가 상악제 1 대구치에서 
견인하는 경우보다 상악골의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큰것을 보고하였으며，그 이유로는 이 두가지 견인 
시 의 희전중심 (center of rotation) 의 위치가 달라 
진것으로 보며, 제 1 대구치에서 견인하는 경우는 
희전중심이 sella turcica하방의 두개기저부에 위치 
하고 제 1소구치에서 견인하는 경우는 회전중심이 
사골 (ethmoid bone)에 위치하는데 사골은 두개기 저 
부보다 덜 단단해서 지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Miura4 の 는 strain gage 

법에 의한 실험에서 교합면에 평행하게 견인시 제
1 대구치부에서 전방견인하는 경우 반시계 방향회 
전의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견치부에서 견인 
하는 경우 회전경향이 약하다고 하였고 Kambara3!1 

도 원숭이블 이용한 동물실험에 서 가능한 전방에 서 • 

견인할수록 전상방회전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정면상에서는 교합면에 평행한 
견 인 의 경 우에 서 는 견 치 와 제 1 대 구치 에 서 의 견 인 
시 의 상악골 회전양상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Tanabe6<i Worms891 는 정형 력이 상악에 가해졌을 
때 상악복합체의 변위양상이 힘의 작용선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또한 저항중심에서 힘의 
작용선과 수직거리에 따라 회전중심이 달라지 
기 때문인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Hata151 는 
M=TXP(M;moment, T; tract ion force, P; perpen

dicular distance from the center of resistance to 

the line of action) 의 공식으로서 상악골의 회 전이 
저항중심에 서 견인작용선과의 수직 거리에 비 례함을 
설명하고있는데, 교합평면에 평행하게 견인하는 경 
우에 견치나 제 1 대구치에서 견인한 경우가 같은 

작용선에 있다고 한다면 두 경우가 유사한 회전량

을 보이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견치에서 교합 
면 하방10•로 견인한 경우와 제 1 대구치에서 교합
면 하방20°로 견인한 경우가 정면상에서 유사한 간 
섭무늬수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것도 두 경우의 견 

인력 작용선과 저힌중심과의 수직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회전량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 
된다.

Hatals| Ichigawa1*； Nakagawa*71 의 strain gage 

법 연구’ Hirose1*! ItohM： Kawagoew 의 광탄성법 
연구에서 상악 전방견인시 나타나는 부작용의 하나 
로 구개전방부위의 constrict km 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intramaxillary expansion 

mechanics가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측면 
상에서는 제 1 대구치에서 견인한 경우는 전치부 치 
조골에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올 보여주고 있지 않 
으나 견치에서 교합면과 평행, 하방10°로 견인한 
경우에서 전치부 치조골에 많은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서 screwr룰 30°회 
전시켜 상악골 확장을 전방견인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 
며 expansion이 상악골 전방부의 constriction을 상 
쇄시킨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정 면상에서 볼때 상 
악골 확장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간섭무늬의 양상 
이 약간 V자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악골이 
전상방 회 전함과 동시에 intermaxillary suture를 중 
심으로한 좌우측 상악골이 외측상방이동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골궁에 관한 변화로는 광탄성 법 연구에서 Hir- 

oseu; Itohw 가 상악골을 교합면에 평행하게 전방 

견인하는경우 관골궁의 내측하방 특히 관골측두봉 
합선 부위에 응력이 집중하며 관골궁이 많이 구부 
러 지는 것 을 보 고하 였으 며 하방20° 견 인시 는 구부 러 
지는 경향이 적은것을 보고하였다. Ichigawa1*1 도 
strain gage법 실험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원숭이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Nanda"쇠 1 는 
상악전방견인후 관골이 상악골과 다르게 개별적으 
로 변위되며 관골이 하후방으로 변위하는것을 보고 
하였다. Jackson2*1 은 관골측두봉합선 양쪽에 impl- 

ant를 박고 상악전방견인후 관찰결과 이 봉합선이 
1.5~3ran 넓어 졌고 양쪽 implant는 전하방으로 이 
동하였고 관골궁의 내측하방에 골침착이 있었고 상 
방에 골흡수가 일어난것을 보고하고,관골 내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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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이 외측면에 골흡수가 일어나 결국 전체 관 
골궁이 편평해지고 길어진 것을 보고하였다. 관골상 
악 봉합선에서는 봉합선 양쪽의 implant가 0.5-1 

mm 벌어졌고 implant가 전상방으로 이동하고 봉합 
선 근처의 관골과 상악골의 외면에 많은 양의 골침 
착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Ishiiᄀ Kambara11' 는 
관골측두봉합선과 관골상악봉합선이 상당히 이개 되 
며 관골미 반시 계 방향회 전하며 관골측두봉합선이 
전하방이동하여 관골궁 자체의 하방만곡이 강함을 
보고하였다.

본연구에 서 는 관골의 간섭 무늬방향이 상악골과 
다르게 나타나므로 Nanda의 동물실험결과와 마찬 
가지로 관골이 상악골과 다르게 변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면상에서 관골상의 간섭무늬가 
교합면에 평행하게 견인한 경우 외측상방을 향하고 
있었고, 교합면 하방 10,° 20。로 견인할수록 수직양 
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골이 교합면 하방으로 

견인시 관골 하방 부위가 내측 이동하는것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측면상에서 관골과 측두골의 관 
골돌기에 나타나는 간섭무늬의 양상은 간섭무늬에 
평행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변위를 보이는 Fi- 

zeou간섭무늬로 사료되며 관골과 측두골의 관골돌 
기상의 간섭무늬는 서로 방향이 다르며 관골 측두 
봉합선에서 단절되어 있으며 Holographic plate상에 
서 두 간섭무늬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 
는데, 이는 관골과 측두골의 관골 돌기가 관골측두 
봉합선을 중심으로 각각. 같은방향으로 측방회전함 
을 즉 관골측두봉합선 부위가 외측방으로 나오며 
관골궁이 외측방으로 휘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것은 상악골이 전상방회전하여 나타나는 현상으 
로 사료되 며 K r a g t 가 Holography 연구에 서 건 
조두개골에 headgear룰 사용하여 상악골에 후방으 
로 정형력을 가한경우 측두골 관골돌기의 버팀효과 
(Buttresting effect)로 관골의 측두관골봉합선 부 
위가 외측방 이동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관 
골과 측두골관골돌기상의 간섭무늬수는 교합면 과 
평행하게 견인한 경우보다 하방10: 20° 각도를 가지 
고 견인할수록 적어지는데, 관골궁이 외측으로 휘 
어지는 정도가 하방20°로 견인할수록 작아짐을 나 
타내며 이는 상악골의 전상방 회전량이 줄어들면서 
측두골관골돌기의 버팀효과에 의한 관골궁의 휘어 
지는 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Hiro-

se,s： Itohw 의 광탄성법실험에서 교합면하방20°로 
견인하는 경우가 교합면과 평행하게 견인하는 경우 
보다 관골궁 내측의 응력집중 현상이 줄어드는 결 
과와 일치된다.

전방견인과 상악골확장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서 전방견인만 실시한 경우와 비교하면 관골궁상의 
간섭무늬수가 견치에서 교합면하방20°로 견인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방견인 
만 시행한경우의 상악골 전상방회전이 관골궁에 미 
치 는 영향을 상악골 확장으로 상쇄 시 켰음을 나타내 
고 있으며 견치에서 교합면하방20°로 견인한 경우 
에서는 상악골체가 변화없이 견인되어 관골궁에 응 
력이 적게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상악골을 확장함 

으로 관골궁에 응력이 더 미치게 됨으로 관골궁상 
의 간섭무늬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 
골상의 간섭무늬 방향이 교합면에 평행하게 견인한 
경우는 수직방향이며 교합면 하방10; 20°로 견인할 
수록 전상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교합면 하방 
20°로 견인할수록 관골이 더 전상방 회전양상을 보 
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JacksonMl은 원숭이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상악 
전방견인후에 익상악열구(pterygomaxillary fissure) 

가 많이 이개된것을 보고하였고 김™은 유한요소법 
연구에 서 상악결절 후면부위에서 익상악열구로 이 
행되는 외즉방 부위에 매우 큰 응력이 나타남을 보 
고하였으며 Hata151 는 strain gage법연구에서 상악 
결절부위에서 강한 tension strain이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측면상에서 접형골의 later- 

al pterygoid plate에 많은 간섭호를'보이고 있어 이 
부위에 응력이 상당히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Thurow*81 Jaffe와 Jacobson291 은 상악골에 정형
력을 가하는경우 단일치아에 힘을 가하는 것보다 
상악치아를 splint해 서 힘을 가하는것 이 정 형력에 
의한 상악골의 변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남을 보고하 
였고 Miura삐는 상악전방 견인시 단일치아 보다는 
상악치아를 splint하여 견치부위에서 견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상악골이 전방이동함을 보고하였 
는데 intraoral anchorage unit로 rapid palatal exp

ansion appliance블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견치에서 
견인하는 경우가 효과적 인 것으로 사료되며 상악골 
주위 봉합선이 전하방을 향하고 있고 상악골이 전



하방 성상하므로 견시에서 교합면에 대하여 20°하 
방으로 견인하는 경우가 가장 부작용이 적게 상악 
골을 전방이동 시킬수 있으며, 상악골 성장을 효과 
적으로 촉진시킬수 있는것으로 사료된다. 정형력에 
의한 악안면골의 변화에 대하여 Holography블 이용 
한 연구는 Laser beam이 도달치 못하는 곳은 분석 
이 불가능 하지만 Laser beam이 도달되는 부위에 
서는 변위의 방향과 크기를 전체적으로 가시적 연 
속적 입체 적으로 분석 이 가능하므로 정형력이 악안 
면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사 
료되었으며 현재 Holographic ifiterferometry tec

hniques!- 분석방법 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다양 
한 연구가 시행될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V. 결 론

악외 정 형력으로 상악을 전방견인시 악안면골의 
초 기 반응을 관찰하기 위 하여 double exposure holo

graphic interferometry블 이용하여, 인간 건조 누 
개골을 실험대상으로 견치와 제 1 대구치에서 각각 
교합면에 평행’ 하방10: 하방20°방향으로 전방견인 
하여 각 경우에서 간섭무늬의 주행방향 밀도등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악안면 각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변위를
보였다.

2. 치아와 치조골 부위에서 더 많은 변위를 보 
였다.

3 . 교합면 하방 각도를 갖을수록 상악골의 전상 
방 회전양상이 적었고, 특히 견치에서 교합면 하방 
20°로 견인시 가장 적었다.

4. 관골궁은 외측방으로 휘어지고 있으며 교합 
면 하방각도일수록 휘어지는 양이 감소하였다.

5. 관골은 교합면 하방 각도로 견인할수록 전상 
방 회전변위를 하였다.

6. 상악골 확장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상악골 
의 전상방 회전과 동시에 좌우 상악골이 외측 상방 
변위를 보였다.

7. 접형골의 외측 이상판 부위에도 응력이 미치 
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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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ABSTRACT -

A LASER HOLOGRAPHIC STUDY ON THE INITIAL 
REACTION OF MAXILLOFACIAL COMPLEX TO 

MAXILLARY PROTRACTION

Hung Sok Kang

Dept, o 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 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Young Kyu Ryu, D .D .S . ,  P h .  D .)

In case of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with underdeveloped maxilla, the extraoral ortho

pedic force for the stimulation of maxillary growth or anterior reposition of the maxilla has 

been used clinically for the improvement of facial skeletal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examine the initial reaction of maxillofacial complex 

to the maxillary protraction by using extraoral orthopedic force. The dried human skull was used 

and this investigation was done by means of double exposure holographic interferometry. The 

protraction forces placed on the canine or the first molar were parallel, 10° downward, 20° down

ward to the occlusal plane. Fringe pattern of each protraction condition was compared and 

anali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Each maxillofacial bone displaced saparately.

2. More displacement was shown at the area of the teeth and the alveolar bone.

3. A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the maxilla wa： decreased by downward protraction and 

especially 20 degree downward protraction from the canine showed least rotation.

4. On  the zygomatic arch, outward bend was observed and this effect was decreased by down

ward protraction.

5. On the zygomatic bone, the counter clockwise rotation was increased by the downward 

protraction.

6. When maxillary expansion was applied at the same time, outward and upward displacement 

with counterclockwise rotation was observed on the maxilla.

7. The lateral pterygoid plate of sphenoid bone was affected by maxillary pro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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