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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보다 쉽게 치아톨 이동시킴으로써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모든 교정의들의 바램이다. 이러 
한 시도와 노력은 교정이 시작될 때부터 있어왔 

으며, 치아이동에 가해지는 힘을 적절하게 조절 
하는 생역학적인 방법과 치아이동의 생리적인, 

생화학적인 기전을 이용하는 방법1 등이 있다.

특히 요즈음 골흡수 및 골형성의 생화학적인 

기전을 규명하며, 이룰 임상에 이용하려는 연구 
가 활발하다14•*". 골 개조Cbone remodeling) 에 

영향율 미치는 요소로 parathyroid hormone(P- 

TH)a<MS, vitamin D3W, prostaglandins (PGs) "■ 

interleulcm*", 전큐1»둥이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PGs중에서 PGE,, PGE2 둥이 골개조에 
효과가 있고, 그 중간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1*», 

PGs에 대하여, 1970년 Klain과 Reiszu>가 외 인성 
PGE,, PGE* 의 골흡수 측진 작용율 보고한 

이래 많은 연구가 있었다0*71" Goodson10온 
PGE, 早여후 골표면이 거칠어지는 둥 육안적 

소견과 파골세포 수의 중가를 관찰하였으며, 또 
한 peanut oil둥움 투여한 경우에도 다소의 골흡 

수룰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PGs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주로 움식율 통해 
섭취된 linoleic acid에서 대사되며, linolenic 

acid, arachidonic acid등이 PGs의 전구물질 
(precursor) 이라고 하였다*1.

PGs는 교정력1 염중*», 종양7«등 각종 자극에 

의하여 생길 수 있으며, 치근막 세포 및 치은에 
는 PGs의 전구 물질인 arachidonic acid가 있다 
고 보고되었다11*>• 

r-lmolenic acid(GLA) 는 불포화지방산으로 
PGE, 및 그 유도체의 활발한 전구물질■이며, 

달맞이꽃 종자유(evening primrose oil) 에는 r- 

linolenic acid 가 약 10%, linoleic acid 가 약 

70-80% 들어있고, rlinolenic acid는 PGs외 결 

핍중상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혈압 
강하 및 cholesterol 수치감소. Sj5gren’s syn

drome, scleroderma, alcoholism 둥 및 증양 

세포*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 
으며««*•«>, 노화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목히 Hinolenic acid가 결핍되면 더욱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하며. 달맞이꽃 종자유룰 早여한 

경우 PGE,을 생성하여 노화톨 지연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1̂ .

PGE, 및 PGE*의 골흡수에 대한 기전온 그 

농도와 작용장소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 
며, 오히려 그 농도와 早여회수에 따라서 «침 착  

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ttS0. 아직 
치아이동시 골흡수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 
지 않았지만, 치아이동시 맙박된 치근막 세포막 
에서 생기는 PGs는 cyclic AMP룰 중가시켜 
결국 파골세포의 활성율 촉진시킨다고 생각되고



있 다 적 당 한  외인성 Pge는 골개조룰 빨리 

일어나게 하며, 더불어 치아이등율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1iSMS). 더구나 Yamasa- 

kiB)는 임상에서 PGE,투여시 견치의 원심이동을 
두 배 정도 빠르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PGE 및 골개조 hOTmone인 PTH 또는 vitamin 

D, 의 투여가 파골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파골세포 수의 관찰«■«■»», 또는 분해효소의 측 

정*1'*", 미세구조의 관찰 및 분석"고™둥이 보고되 

었다.

파골세포는 골의 무기질흡수에 관여하며, 또 
한 조골세포가 파골세포룰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고 점차 알려지고 있다1« 내*">•

Indomethacin은 체내에서 PGM  합성을 억제 

하는 물질로서 골개조 및 파골세포률 억제 또는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1 .

PGE2는 가격이 비싸고 체외에서는 매우 불안 
정하며, 그 반감기가 짧고 사용하기가 불편하 

나91\ 달맞이꽃 종자유에는 r-linolenic acid가 
많이 들어있고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값도 저렴하다w. r-linolenic acid의 

이런 효과를 고려하여 치아 이동시에 투여하면 
외인성 PGE2의 효과®에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 

다. 이에 본 실험은 백서 160마리에 PGE2, 달맞 
이꽃 종자유, indomethacin울 투여한 후, 달맞 
이꽃 종 자 유 가 PGs의 대용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지률 검토하고자 광학현미경 및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율 한 바 흥미있는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I .  실험 동물 및 방법

가. 실험 동물

체중 약 200g 정도의 건강한 웅성 백서 (Spra- 

ugue-Dawley계) 160마리를 시판 중인 종합사료 

로 사육하였으며 일정 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였 
다. 대조군과 실험군 3개 군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Table 1 .).

대조군, PGE2군, 달맞이꽃 종자유군, indom- 

ethacin군 총 4군 각 군당 40마리씩 배정하여,

각 군의 실험동물을 1, 2. 3. 5, 7일째에 회생시 

켰다.

Table 1. The experimental groups and

regimens.

Group Regimens

Control P. B. S. 0. lml I. M.

pg e 2 PGE2 lOpg I,M.

Evening evening primrose oil
primrose oil lOmg I. M

Indomethacin 20ᄍg of indomethacin/m H 
P.O. every day

나. 실험 방법
상악 제1구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thiopental 

sodium올 체중 lkg당  8观씩 복강내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좌우 전치의 근원심면에 fissure 

bur (No. 701) 로 구멍울 뚫고 0 .010 wire를 구멍 
으로 넣어 결찰하여 고리를 만든 후. 상악 제1구 
치 치관 주위에 같은 wire로 circuraferential 

wiring을 하여 고리를 만들어 그 사이에 고무밴 
드 (3/16 medium, TP orthodontic Co. ) 룰 넣어 
약 50gm 정도의 힘이 가해지도록 하였다(Fig. 1).

대조군은 장치*  장착한 즉시 백서의 구개부위 
에 28 gauge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사용하여 
phosphate buffered saline을 0. latf주사하였다.

PGE2(Sigma Co. ) 는 Iwg ethanol에 녹인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P .B .S . ) 과 1 : 9비 
로 희석하여 0 .1제씩 주사하였다. 달맞이꽃 중자 
유( 한일양행)는 lg 을 lmS ethan이에 늑인후 P.B. 

요와 1 :9 비로 희석하여 0.11태씩 주사하였고, 

indomethacin은 20/ig/m 강의 농도로 옴료수에 
타서 먹게 하였으며, 특히 장치장착전 4시간 
전에 위장에 0 .3^ 룰 강제 주입하였다. 각 군은 
제 1, 2, 3, 5, 7일에 회생시켰다.



tooth movement.

Is ： incisors 

M ： molar 

W ： wire

ER ： elastic ring

다. 조직학적 관찰방법

1. 광학현미경 표본 제작 
실험일에 백서를 회생시키고 상악 3개 구치가 
포함되게 떼어 내어 적출표본을 10% forraaline 

에 고정시킨 후 5% formic acid로 탈회시키고, 

paraffin으로 포매한 후 치열의 근원심을 따라 

6쎄 1로 절박하여 hematojcylin*eosin염색을 하였

2 . 전자현미경 표본제작 

적출물을 3% glutaraldehyde (0.1M sodium 

phosphate 완충액, pH 7.4) 로 고정하고, 0 .1M 

sodium phosphate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0.3M EDTA액으로 5-7주간 탈회하였다. 0 .1M 

sodium phosphate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1% 

OsO,(osmic acid) S. 후고정 하였고, ettiyl 

alcohol 농도 상승 순으로 탈수한 후 propylene 

oxide로 처리하고 포매하였다.

초박절편기 (Sorvall MT5000)로 50 -  60nm 두 
께외 절편율 만들어 uranyl acetate와 lead ci- 

trate로 이중염색하였으며 전자현미경 (JEOL 

1200-EX II형)으로 관찰하였다.

n. 실험결과

가. 광학현미경 소견
i. 대조군

대조군에서, 파골세포의 수 및 골흡수와(res- 

orption lacuna) 의 수로 표시되는 파골세포의 

활성도(osteoclastic activity)는 치근 사이골에 

서 제 1, 2, 3 일에 점차 중가하여, 제5일째에 많 
이 나타났다. 이 것은 PGE2군과 달맞이꽃 종자유 
군보다 2 일 정도 늦게 나타난 것이며 그 수도 

적게 나타났다. 치근흡수는 실험기간동안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인장측에서 신생끌 형성은 제5 

일째에, 공포변성은 제7일째에 관찰되었다 
(Table 2).

제1 일째 압박측에서 치조골 흡수와안에 파골 

세포가 간혹 나타났고 초자양 변성 이 시작되었으 

며 흡수와의 요철도 약간 보였_으나 미약한 편이 
었다. 압박측에서는 치근막이 좁아지고 인장측 

에서는 «어 졌 다 (F ig.2).

제3일째에서 최대 압박부에는 초자양 변성이 
있었고. 그 근처에 잠행성 골흡수가 보였으며, 

치조골 표면에 파골세포와 흡수와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장측에서 흡수와 및 파 

골세포의 중가가 보이며 신생골의 첨가는 나타나 

지 않았다.

제5일째 압박측에서 파골세포 및 요철이 심한 

흡수와가 보이고(Fig. 3), 흡수된 부위에는 섬유 
화 (fibrosis) 가 진행되는 곳도 있었다. 인장측에 
서 치조골 표면에 파골세포의 수가 제3일째보다 

다소 많이 보였고, 잠행성 흡수도.보였다. 신생 

골 형성이 시작되는 곳은 드물게 보였으며, 골홉 
수가 일어난 부위에는 섬유화가 활발하게 나타나 

는 곳도 관찰되었다.

제7일째의 압박측에서 파골 세포는 많이 감소 

하였고. 인장측에서도 파골세포의 수는 감소하



였으며, 흡수와는 제5일째와 다롬 없었다.

2 . 실험군 
(가) PGE2 군 

압박측에서 PGE2의 파골세포의 활성도는 제1 

일이후 점차 중가하여, 제3일째에 현저히 중가하 
였고, 그 후 점차 감소하였다.

제3일째의 파골세포의 수는 모든 실험군 중 
최대로 많은 소견을 보였다. 치근흡수는 제2 ,3,

5일에 나타났으며 근심근 근단부에서 주로 관찰 
되었다. 공포 변성온 제2, 3, 5일에 나타났으며, 

제1구치 근심근 주위에 벌집 모양으로 나타났고, 

제3일째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장측의 제7일 

째에서 섬유화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제 1, 2 일째 압박측에서 초자양변성이 보이고. 

일부 파골세포에 의한 잠행성 흡수가 시작되었다. 

인장측에서 흡수와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제2 일 
에 치근막에 공포변성이 보였다. 제3일째 치조능 
(alveolar crest) 부위에 파골세포와 골흡수와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으며(Fig.4), 맙박측에서 
는 초자양변성 및 잠행성 골흡수가 나타났고 

흡수와는 요철이 심해졌다. 치근막에는 벌집모 
양의 왕성한 공포변성 및 치근단의 백아질 흡수 

소견도 현저하게 관찰되었다(Fig. 5).

제5일째 압박측에서 파골세포와 흡수와가 3일 
째보다 많이 감소 하였고, 골흡수가 많이 일어난 

부위는 섬유화로 되어있었으며, 공포 변성은 치 
근단 1/3부위에 나타났다.

제7일째는 압박측 및 인장측에서 파골세포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흡수와는 점차 단핵세포 

로 대치되었다. 골흡수가 많이 된 치조골에서, 

특히 치조능 부위에서 섬유화가 현저하게 관찰되 

었다.

(나) 달맞이꽃 종자유군 
파골세포의 활성도는 제3일에 최대로 많이 나 

타났으나, 그 정도는 PGE2군보다는 다소 적 었고, 

제3일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였다. 치근 홉수는 

제2, 3일에 나타났으며, 섬유화는 제7일에서 현 
저하게 나타났다. 공포 변성은 제1일에 나타났고,

끌형성 소견은 제7일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제 1 일의 압박측에서는 흡수와의 요철 및 파골 
세포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며, 치조눙부위에서 

섬유들이 맙박을 받아 엉키고 있었고, 치근막에 
공포 변성이 나타났다.

제 2  일 압박측에서 최대 압박부위의 주변으로, 

파골세포룰 포함하는 잠행성 골흡수가 다수 일어 
나고 있었으며, 인장측에서 혈관들의 확장이 크 

게 나타났고 잠행성 골흡수가 현저히 관찰되었다.

제 3 일째 근심근과 접해있는 근심치조능아래 
에는 파골세포 및 골흡수와가 연이어 나타나 
전형적인 잠행성 골흡수의 소견율 보였으며 (Fig. 

6 ), 치근사이의 치조골 골수안에도 파골세포 및 

흡수와가 많이 배열되어 있었다. 치근 흡수는 

치근단 부위에서 나타났다.

제 5 일째 맙박측에서 초자양변성과 잠행성 홉 

수가 관찰되었다. 파골세포의 수는 제3일보다는 

적어졌고, 파골세포가 사라진 흡수와안에는 섬 
유아세포들로 여겨지는 단핵세포들의 이동이 관 

찰되 었다 (Fig. 7).

제 7 일째 압박측에서 초자양변성이 나타나기 

도 하였으며, 골흡수와에 새로운 세포들의 유입 
이 나타났으며, 파골세포는 더욱 감소하였다. 

많은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난 부위는 섬유세포들 
로 대치되었다. 인장측에서 과골세포는 거의 보 

이지 않았고, 골흡수가 많이 일어난 치조능 부위 
에는 많은 섬유조직이 차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8 ).

(디■) Indomethacin 군
파골세포의 활성도는 실험기간 중 제3, 5, 

7일에 나타났고. 제3일째에 제일 많이 나타났으 
며, 그 정도는 제3일째의 다른 군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치근흡수가 제5일째에 치근분지부에 나타났으 

며, 공포변성은 제5, 7일에 나타났다.

제1 일째 맙박측에서는 교원섬유가 맙박되어 
있었고, 파골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제3일째 

압박측에서 파골세포를 포함한 골흡수와 및 잠행 
성 골흡수도 나타났으며, 인장측에서 잠행성 골



Table 2. Histologic features at the pressure and tension side of the first molar.

Pressure side

Group Dayes ᄋ steoclastic Root
Activity Resorption

Tension side

Osteoid
Formation

Fibrosis vacuolar
Change

Control

PGE,

Svening

rimrose

omethacin

5

7

1

2
3

5

7

1

2
3

5

7

1

2

3

5

7

士
土
+

+

±
+

•M■十 
±

±
■f

土

+

±

±

土
土

±
±

±

±
土

土

±

土

±

士 ±
±

土 : mild +  : moderate -f +  : extensive + +  : most extensive absent

흡수가 다소 나타났다.

제5일째 치근 분지부에 상아질까지 포함되는 

치근흡수가 관찰와었으며, 이런 소견은 다론 군 
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F ig.9). 이 때 

치근막에서 공포변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제7일째, 압박측에서 파골세포 및 잠행성 골흡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치조능에서 크기가 
약간 큰 공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나. 平과전자현미경 소견
1. 대조군

대조군 제1일째에서 관찰된 섬유아세포는 핵

인을 포함하고있는 원형의 핵과 세포걸에는 미토 
콘드리아(mitochondria), 조면소포체둥이 잘 발 
달되 어 있었고 또한 리보즘 (ribosome)들이 나타 

났으며. 드물게 리조좀(lysosom e)들이 관찰되 

었고 원형질막은 완전하였다(Fig. 10).

파골세포듈에는 다수의 공포, 미토콘드리아 
및 조면소포체가 있었으며, 골 표면에 인접한 
쪽은 세포■질들기 (cytoplasmic p ro cess)*  내고 

있었으나, 早명대 (ciear zone) 는 관찰되 지 않았 

다 (Fig. 11).

제3일군에서 관찰된 어떤 섬유아세포의 세포 
질에는 교원섬유률 함유한 공포가 있었다(Fig. 1



2). 이 때 파골세포들은 특히 골표면과 접한 
쪽은 주吾변 연 (ruffled border) 을 형 성 하고 있었 

으며, 제5일째가 되면 전자밀도가 있는 물질로 
채워진 투명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Fig. 13). 

저17일째가 되면 단핵 탐식세포들이 교원섬유를 
탐식하는 모양이 많았으며, 교원섬유의 배열은 

비록 다발을 계속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 배열상 
은 매우 엉성하였다. 다핵세포인 파골세포들의 
세포소기관들은 제1일 및 제3일째에 관찰된 .것과 
동일하나 소수의 세포들기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톡히 교원섬유가 없는 부위 
에서 관찰된 단핵세포들은 리조좀이 많이 중가해 
있었다 (Fig. 14).

2 . 실험군
(가) PGE2군 

제1 일째 골 표면인접 부위에 한 충의 단핵세포 
들이 존재하고 그 위에는 세포표면의 요철이 
비교적 적은 파골세포들이 관찰되었다(Fig. 15). 

또한, 골표면과 떨어져서 관찰된 파골세포들은 
그 세포 소기관돌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나 어떠 

한 탐식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파골세포들은 제3일째가 되면 대부분 골과 접촉 

하는 면에서 관찰되었는데 주룸변연이 뚜렷하게 
잘 발달되어 골면을 향하여 뻗어 있었으며 다수 
의 공포가 세포질 외연에서 관찰되었다(Fig. 16). 

또한 인장측의 골표면에서 떨어져 있는 단핵세포 
들의 세포질에서 교원섬유가 많이 관찰되어 탐식 

기능이 왕성함을 알 수 있었다(Fig. 17). 이러한 
현상은 제5일째에서는 약화되었다가 제7일째가 

되면 섬유아세포들은 다수의 유리리보좀과 잘 
발달된 조면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었 

으며, 기질에는 교원섬유가 중가하였다. 이러한 
세포의 외연에는 교원섬유가 많이 나타나, 섬유 

아세포들이 교원섬유를 왕성하게 형성함을 보여 

주고 있었다(Fig. 18).

(나) 달맞이꽃 종자유군 
제1 일 내지 제2 일째에 관찰된 파골세포들은 

다수의 불규칙한 모양의 핵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핵내에는 인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세포질에는 

다수의 유리리보좀, 잘 발달된 조면소포체와 미 
토콘드리아가 있었으며 소수의 공포도 관찰되었 

고 원형질막은 약간의 세포질돌기를 갖고 있으나 
세포표면은 비교적 요철이 적었다(Fig. 19). 제3 

일째가 되면 이러한 파골세포둘은 골표면과 접촉 
되며,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테의 중가가 관찰 
되었다. 세포외연의 早명대 및 세포질돌기 또는 
주름변연율 갖고 있었으나, 이 또한 PGE2군에 
비하여 다소 덜 발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Fig.20). 이러한 현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감소하여 제7일째에서는 파골세포를 찾아 

보기 힘들었다. 단핵 탐식세포들은 제3일 내지 
제5일째까지 교 원 섬■룰  탐식하고 있었으며 제7 

일째가되면 교원섬유률 생성하고 있는 섬유아세 
포들이 관찰되었다.

(다) Indomethacin 군
제1일째에서는 대조군과 별 특이한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제3일째에서 관찰된 파골세포돌 
은 세포소기관들이 잘 발달되었고 목히 리보좀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골표면에 인접한 단핵세포들 
은 들기를 내어 골의 안쪽으로 파고들기도 하였 

다 (Fig.21). 이러한 현상은 드물게 관찰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골세포 및 교원섬유의 

탐식양상은 거의 관찰하기 어려웠다.

F. 총괄 및 고찰

본 실험의 방법은 제 1구치 치경부 주위를 

철선으로 결찰하여 고리를 만들고, 전치에 구멍 

을 뚫은 후 고리를 만들어, 그 사이에 고무 
밴드를 걸었다. Storeyw 는 guinea pig의 전치 

룰 이개시킬때 7g, 30g, 100g의 힘을 가한 결과 
7일째 까지 계속 골흡수를 일으키는 힘은 30g정 
도외 교정력이었다고 하였으며, 백서의 구치는 

치근이 5개로, 그 중 근심근은 제일 크고 치축이 
원심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나머지 4개의 치근들 
은 크기가 작고 협측과 설측에 각각 두 개씩 

교합면에 수직으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치근이



하나인 전치나 견치의 이동과는 이동형태가 다르 
다고 하였다»  본실험에서는 실험대상이 백서의 

구치이므로 약 50g의 힘율 가하였다.

PGs는 1930년에 발견된 «■질로서, 주로 움식 

울 통해서 섭취된 linoleic acid로부터 만들어지 

는 생리 합성물질이며, H inolenic acid는 PGs 

의 가장 활발한 전구물질이며 달맞이꽃 중자유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다2*4". PGs중 E 

series는 골흡수의 효과가 뚜렷하다고 하며6•»>, 

PGs는 대사경로의 차이때문에 세분되고 세포막 

의 수용체 (receptor) 와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생리, 약리작용이 대단히 확잡하고 광범위하
■ ^ U T . s a . 9 0 )

PGs에대한 연구는 대단히 활발하여, 그 중에 
서도 골개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Klein 및 
Reisz"1, Goodsona>, Bomicci” 등온 흡 수 촉  

진시키는 중간 물질이라고 하였으며, 반면 Ti- 

mmins™, Chambersu>등은 오히려 흡수를 방해 

하며 골생성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1”1. 그러나 
적당한 농도의 외인성 PGs는 골흡수의 효과가 
매우 크 고 , 그 효과가 PTH 또는 vitamin D3보다 

는 천천히 나 타 나 몌 ᄄ . 체내의 PGs는 중양, 

염중, 교정력에 의하여 생성된다고 .하였다1 

그리고 최근에 Ctiambersm는 in vivo에서 PGs 

가 골개조의 초기에는 골흡수튤 강력하게 억제하 
며 후기에는 흡수를 촉진한다고 하였고, PGs에 

대한 반응은 종에 따라 다르며, 갈은 중에서도 
골의막에 따라 다소 다르다 하였다.

광학현미경상에서 파골세포의 수 및 골흡수와 

의 수는 파골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며, 투과전 

자현미 경상에서 투명 대와 주륨변연둥은 파골세 
포의 특징적인 형태이고, 早명대는 전자밀도가 

질은 물질로 채워져있는 부위로서 파골세포가 
솔표면에 잘 부착할 수 있게하며, 주吾변연온 

세포질 돌기가 주름을 이루어 골표면과 접촉부위 
룰 늘리고 분해효소가 분비되는 장소이다*7i®  

이러한 미세구조들이 발달할수록 파골세포의 기 

능이 활발하다고 하였다17* r

p g e 2투여 후 광학현미경 소견상의 특징을 

Goodson둥 은  많은 골흡수 및 섬유화, 혈관의

중식이라고 보고하였으며, Yamasaki*"40둥은 파 

골세포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PGE2의 투여 후 

미세구조상의 특징을 Sclielling71" 온 많은 미토콘 

드리아 및 apical vacuole, 뚜렷한 주吾변연과 

투명대등이라고 보고하였으며, PGE2률 첨가하 

여 일어나는 골흡수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파골 
세포의 수의 중가라고 하였다. PGE2와 비슷한 

골흡수의 작용올 가진 PTH톨 早여한 결과, 파골 
세포의 RNA합성능력이 90분후 증가하기 시작하 

여, 7-12시간 후에 최대치에 도달하였다고 하며5\ 

PTH의 투여 후 파골세포의 기능율 나타내는 

주륨변연이 4시간 안에 급격히 놀어나기 시작하 
여 48시간 후에 40%가 중가하며, 이외에도 미토 
콘드리아의 부종, 소포체 막의 융합, 분해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큰 공포가 생기기도 한다고 보고 
되었^ 17‘*1.

PTH같은 골흡수 hormone온 세포 수보다는 

세포의 기능 활성을 더 빠르게 촉진시킬 것이라 
고 추측되며®■», 이런 파골세포의 활성은 파골세 

포가 사라진 후에도 분해효소에 의해서 오랫동안 
계속된다고 보고되었다가.

본 실험의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 파골세포 

및 골흡수와의 수로 나타나는 파골세포 활성도는 
실험 저U일째에는 PGE»군, 달맞이꽃 중자유군, 

대조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제3일째에 P- 

GE*군이 그 활성도가 제일 강하였고, 그 다음이 

달맞이꽃 종자유군, 대조군, indomethacin군 순 
이었다. 또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PGE2군에서 

제 1, 2일째 및 특히 제3일째에 주름변연 및 

루명대가 다른 군보다 더 왕성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미토콘드리아 및 공포가 관찰되었고 달맞이 
꽃 종자유군에서는 파골세포가 조금 그 양상이 

다른 많은 주롭변연 및 早명대, 세포질 들기， 
미토콘드리아, 공포를 갖고 있었다. 이런 실험결 

과와 타 연구자들의 연구보고를 종합하면 pge2 

및 달맞이꽃 종자유룰 투여하면 먼저 파골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파골세포의 수도 차춤 중 
가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달맞이꽃 종자유는 
PGE2보다는 덜하지만 파골세포의 활성에 효과 
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파골세포는 골의 무기질성분율 분해한다 

고 알려져 있으나, 골흡수의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치아이동시 압박된 치근막 
세포의 세포막에서 합성된 PGs는 세포막의 수용 

체에 부착하여 이것이 cyclic AMP를 증가시켜서 
결국 파골세포룰 자극 한다고 YamasakiM-w 등 
은 보고하였다. 또한 놀 유기질의 단백걸 분해과 

정온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근래 
파골세포 및 조골세포를 통한 두가지 경로가 
소개되고 있으며, 조골세포가 관여된다는 것은 

Rodan과 Martin661 에 의하여 처움 소개되었고, 

이 런 주장은 조골세포가 PTH, vitamin Da같은 
hormone의 수용체를 갖고 있으며, 그 반응결과 
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였다70. 최근에 PGs가 

골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며 억제하는 성질이 
있다고 보고한 Charabersm 는 PGs가 조골세포 
에서 분비되며 조골세포에서 생성되는 파골세포 

를 촉진하는 물질 (osteoclast resorption 

stimulating activity, ORSA) 과 homeostasis관 

계가 있어 서로 길항작용을 하며, 만약 체내로 
PGs가 투여되면 조골세포에 의하여 PGs과잉으 

로 인지되어 ORSA룰 중가시킨다고 하였다. 골 
흡수의 모든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조골세포라고 
Heersche*51, Sodek7<>, Chambersl2>등에 의해 
서 보고되고 있다.

Indomethacin 및 aspirin 동의 nonsteroidal 

analgegics은 생체내에서 PGs의 합성율 차단하 

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1휴, 치아가 이동할 때 
indomethacin 및 aspirin율 早여하면 파끌세포 

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치아이동을 방해한다고 
하였다71'*0. 그러므로 indomethELCin 및 aspirin둥 
의 약제는 특히 만성 관절염 치료 및 소염 진통제 

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약을 북용하였는 
지 또는 이런 질환율 가졌는지 교정치료전에 

충분히 문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3>. 반면 
이런 약제를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고정원 (anchor) 울 론론하게 얻을 수 있 
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 런 방면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ᄄ.

Indomethacin 의 효과는 혈중농도에 의해 좌우

된다고 하며, 혈중농도룰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용하게 하든지 12시간 마다 주사하는 방법 

둥15이 있는데 주사하는 방법은 매번 주사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음료수로 타서 먹게 하였 

다. 장치 장착직후 최소 1 2시간내에 주었을 때 
그 효력이 발휘된다고 한 바 본  실험에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치 장착 4시간 전에 위에 
강제k  주입하였다.

치근 흡수는 PGE,군어f서 많이 나타났고, 달맞 

이꽃 종자유군이 PGE2군보다 드물게 나타났다. 

본 . 실험에서는 주로 치근단 부위의 백아질에 
많이 나타났으며，PGEj루여로 인한 치근 흡수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였다»1. 

그러나 이m는 고양이의 치아이동 초기에서는 

치근 흡수가 PGE2 투여군과 대조군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indomet- 

hacin군 제5일째에 치근분지부에 상아질까지, 포 
함하는 치근 흡수가 일어난 것은 다른 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었다.

신생골 형성은 PGEa군과 달맞이꽃 종자유군 
이 대조군과 indomethacin군보다 늦게 일어났으 

며, PGE2군이 대조군보다 2-3일째 늦게 관찰되 
었다고 한 ᄋcliiai5"의 보고와 대 체로 일치하였고, 

PGE2투여 후 시간이 경과되면 신생골은 천천히 

침착된다고 Ochia严는 보고하였으며, 본 ■실험에 

서는 실험기간이 이동 초기에 국한된 것이므로 
신생골 형성은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PGE2투 
여 후 Timmins71" 및 Yamsakî 는 체중, 방사선 

소견, 조직검사 및 치아이동 후에 별다론 치주조 

직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공포변성 Cvacuolar change) 에 대하여 Ochiai 

581 는 PGE2가 생체내 지방의 분해를 억제함으로 

써1™, 축척된 지방이 조직내로 출현한 결과 형성 
된 공포일 것이라고 하였으며, Macapanpanw 

도 조직이 신장될 때는 낭종과 비슷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PGE2군 

에서는 제2, 3, 5일째에, 달맞이꽃 종자유군에 
서는 제1일째에, 대조군 및 indomethacin군에서 
제7일 또는 제5,7일째에 나타났으므로, 지방성 
공포라고 사료되나 정확한 것은 추후에 규명되어



야 할 것이다.

파골세포의 활성은 파골세포가 사라진 후에도 

분비된 분해효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계속되며, 

교원질의 파괴도 계속된다고 한 Heersche2S>는 
손상된 끌부위는 새로운 섬유조직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하 였 다 본  실험에서는 끌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PGE2군 및 달맞이꽃 종자유군 

에서 섬유화가 제5일째 이후에 많이 나타났으며, 

제7일째에 PGE2군과 달맞이꽃 종자유군은 골홉 

수가 많이 일어나 다른 군보다 치조능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보였으며, 흡수된 부위는 섬 
유화로 많이 대치되어 있었다.

섬유아세포로 여겨지는 단핵세포들이 교원섬 

유룰 탐식하는 것이 많이 관찰되었는 바, 이는 
섬유아세포가 교원섬유의 형성 뿐 아니라 탐식작 
용도 하며^섬유아세포가  교원섬유튤 여러 조각 

으로 분절한 다음 분해효소에 의한 세포내 분해 
톨 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74>. PGs가 교원섬 

유분해효소를 조절하는 것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981는 관여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골홉 

수 hormone인 PTH 및 vitamin Ds가 교원섬유 
분해효소의 분비를 조절한다고 Chamliers11"*등온 
보고하였다.

특히 달맞이꽃 종자유에는 Hinolenic acid 

(GLA) 가 약 10%, linoleic acid 가 약 70-80% 

들어있고, GLA는 PGE, 및 유도체의 활발한 

전구물질이며, PGs의 결핍중상으로 일어나는 

정신분열중, 여드름, 비듬, 습진 둥의 치료에 
Zn, 항생제둥읍 GLA에 섞거나 GLA만으로 치료 

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1*™1. GLA는 이 뿐아니 
라 혈압강하 및 cholesterol수치감소, Sj8greゴs 

syndrome, scleroderma, alcoholism등 및 hep- 

atoma의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1 1 노화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많지만, 특히 심혈관계 및 면역계의 퇴화가 두드 
러진다고 하며, delta-6-desaturase가 결핍되면 
더욱 노화가 빨리 은다고 하였다. GLA 및 PGE, 

의 결핍은 그 효소의 부족으로 일어난다고 하였 
으며, 효소의 결핍시 GLA룰 직접 투여함으로써 
PGE,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PGE,은

T lympocytes를 자극시키며, 생식 기능에 중요 

한 역활을 하고, 많은 조직에서 cyclic AMP농 

도룰 중가시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1.

H inolenic acid외 이런 효과를 고려할 때, 

치아이동시에 투여하면 외인성 PGs외 효과룹 

얻올 수 있다고 사료되며1 arachidonic casc- 

ade의 최종 산물인 PGE»는 체외에서는 반감기 
가 짧고, ,.체내에서 빨리 대사되며, 가격도 비싸 
고 » 반 면  달맞이꽃 중자유는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저현하다. 본 실험결과, 

달맞이꽃 종자유는 PGE:보다 효과가 못하지만 
골개조 및 파골세포의 활성율 촉진시켜 그 대용 

제로서 긴•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달맞 

이꽃 종자유가 PGE로 대사되는 정도 및 그 
기 전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Prostaglandin Ej와 달맞이꽃 종자유가 백서 

의 구치 이동초기에 미치는 영향율 알기 위해 

웅성백서 160마리*  제1구치에 약 50g의 힘율 
가한 뒤 대조군과 실험군 3개군으로 나누고, 

대조군은 생리식 염수를 구개점 막하에 주사하였 

고 실험군 두군온 각각 PGE2 10/ig과, 달맞이꽃 

종자유 10JW율 역시 구개점막하에 주사하였으며, 

나머지 한 군은 indomethacin 2 0서g/m끄의 농도 

로 옴용하게 하였다. 각 군은 제 1, 2, 3. 5, 7 

일째에 각각 8 마리씩 회생시켜, 광학현미경, 早 
과전자현미경■ 관찰율 한 바 다옴과 같은 결론율 

얻었다.

1. 실험3일째에 파골세포와 골흡수와(resorp* 

tion lacuna) 의 수는 PGE*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옴이 달맞이꽃 중자유군, 

대조군, indomethacin군 순이었다.

2. 치근 흡수 공포변성은 PGE2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다.

3. 잘 발달된 주름변연 및 투명대는 목히 PGE2 

군 제3일째의 파골세포에서 많이 발견 되었



으며, 달맞이꽃 종자유군에서도 p g e2군보다 

는 덜 하지만 많이 발견되었다.

4. 섬유아세포가 제3, 5일째에 교원섬유를 세포 
내소화하며 제7일째에서 교원섬유률 형성하 
는 것이 PGE2군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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ᅳ  ABSTRACT ™

Morphologic Study of Effects of Prostaglandin E2 and Evening Primrose 

Oil on Early Orthodontic Tooth Movement in Rats

Won-Yu Lee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Kyu Ryu, D. D. S ., P h.D .)

To study the effect of prostglandin E2 and evening primrose oil on orthodontic 

tooth movement in rats, one hundred and sixty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of 40 rats each.

One group, injected with saline on the palate subperiosteally, served as a control 

group. A second and third group were injected subperiosteally on the palate with 

PGE2 10^g and evening primrose oil 10j행 respectively. The fourth group was given 

indomethacin 20pg/m^ orally by water bottle. The maxillary first molar was xnoved 

mesially from the incisors using a 50gm force rubber band. In each group at 

the 1, 2， 3r 5, and 7th day, 4 rats were examined by light microscope, and 

4 by electron microscope.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Osteoclastic activity was maximum at the 3rd day in the PGE2 group on the 

interradicular alveolar bone of the first molar, followed by the evening primrose 

oil group, control group, and indomethacin group.

2. Root resorption and vacuolar changes were maximum in the PGE2 group.

3. At the 3rd day of the PGE2 group, the osteoclasts showed well developed ruffled 

borders and ciear zones. At the saxne day, the evening primrose oil group 

also showed well developed ruffled borders and ciear zones, but less than the 

PGE2 group.

4. At the 3rd and 5th day of the PGE2 group, fibroblasts showed phagocytized

fragmented collagen fibers in the cytoplasra. At the 7th day of the PGE2 group, 

fibroblasts showed collagen fibers forming at the cell membrane surface.



Explanation of figures.

Fig. 2 ： Microphotograph showing pressure (P) and tension (T) of periodontal ligament 

of the first maxillary molar. B : Bone, lst day. Control group. X 20.

Fig. 3 : Microphotograph showing hyalinization(Hy)f undermining resorption and 

osteoclasts (arrows). C : Cementum. P : Pressure side. 5th day. Control group. 

X 50.

Fig. 4 : Microphotograph showing osteoclasts (OC) and hyalinization(Hy) of the periodontal 

ligament of the first molar. P : Pressure side. T ： Tension side. 3rd day. PGEZ 

group. X 20.

Fig. 5 ： Microphotograph showing vacuolar changes (V) at the periodontal ligament and 

root resorption (Rr). C : Cementum. 3rd day. PGE2 group. X 20.

Fig. 6 ： Microphotograph showing osteoclasts (OC) and undermining resorption of mesial 

alveolar bone adjacent to mesial root and interradicular bone. P ： Pressure 

side. T ： Tension side. 3rd day. Evening primrose oil group. X 20.

Fig. 7 : Microphotograph showing hyalinization(Hy) at the distal surface of interradicular 

bone(B). P ： Pressure side. T : Tension side. 5th day. Evening primrose oil 

group. X 20.

Fig. 8  : Microphotograph showing fibrosis (F) at the alveolar crest of interradicular 

bone. 7th day. Evening primrose oil group. X 50.

Fig. 9 ： Microphotograph showing root resorption (arrow) at the alveolar crest of 

interradicular bone(B). P : Pressure side 5th day. Indomethacin group. X 20.

Fig, 10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the fibroblast which contained round nucleus (Nu) 

and the well developed mitochondria (Mi) and rough endoplasmic reticulum (RER) 

in the cytoplasm. Ly: Lysosome. PM : Plasma membrane. lst day. Control 

group. X 12,000.

Fig. 11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the multinucleated osteoclast which contained the 

well developed mitochondria (Mi) and rough endoplasmic reticulum (RER). N u: 

Nucleus. Pressure side, lst day. Control group. X 10,000

Fig. 12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mononuclear phagocytin^ cell which contained 

phagocytized collagen fiber (Co). Pressure side. 3rd day. Control group. X

4,000.

Fig. 13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a portion of multinucleated osteoclast which 

represented the ciear zone (arrow) and the cytoplasmic processes at the bone



surface (B). Pressure side. 5th day. Control group. X 5,000.

Fig. 14 

Fig. 15 

Fig. 16 

Fig. 17 

Fig. 18 

Fig. 19

Fig. 20 

Fig. 21

: Electron xnicrograph showing the mononucleated cells which contained many 

lysosomes(Ly). Ri ： Hibosome. Pressure side. 7th day. Control group. X 

8,000.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the osteoclast (OC) which located above a layer 

of mononucleated cells (MC) adjacent to the bone. Pressure side, lst day. 

PGE2 group. X 10,000.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mononuclear osteoclast which contained numerous 

vacuoles(V) and well developed ruffled border(RB). B : Bone. Pressure side. 

3rd day. PGE2 group. X 20，000.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numerous phagocytized collagen fibers (Co) which 

represented bands in the mononucleated cell. Tension side* 3rd day, PGE2 

group. X 20,000.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many fibroblasts which forming collagen fibers (arrow). 

C o: Collagen fiber. R i: Ribosome. Pressure side. 7th day. PGEt group. X 

8’000.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the multinuclear osteoclast which contained several 

nuclei and a few cytoplasmic processes. RI ： Ribosome. M i: Mitochondria. 

N o: Nucleolus. PM ： Plasma membrane. Pressure side. 2nd day. Evening 

primrose oil. X 8 ,000.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the osteoclast which contained a lot of mitochondria, 

the wide ciear zone(C2) and the well developed cytoplasmic process (arrow). 

Pressure side. 3rd day. Evening primrose oil X 20,000- 

: Electron micrograph showing a cytoplasmic process (CP) of mononuclear cell 

which invaded into the bone(B). Pressure side. 3rd day. Indomethacin group. 

X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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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GE2 group, 3rd day (X 20) Fig. 5. PGE.4 groupr 3rd day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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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vening primrose oil group, 3rd day Fig. 7. Evening primrose oil group, 5th day 

(X20) (X20)

Fig. 8. Evening primrose oil group, 7th day Fig. 9. Indomethacin group, 5th day (X 20) 

(X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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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trol group, ls t day (X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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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trol groupr 5th day(X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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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trol group, 3rd day (X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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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ntrol group, 7th day (X 8,000)

Fig. 15. PGE* group, ls t day (X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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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day (X 20,000)

Fig. 17. PGE2 group, 3rd day (X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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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Evening primrose oil group, 2nd. day (X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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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ᅢ 1. Indomethacin group, 3rd day (X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