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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초기 교정력에 따른 치은 열구액의 Interleukin-1β,

 Matrix metalloproteinase-8 및 Matrix metalloproteinase-9의 변화

교정치료에서 치조골의 개조와 함께 치아의 이동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

는 생물학적 전기 학설과 압력-신장 학설에 근거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

다. 압력-신장 학설에 의하면 교정력을 가할 때 급성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이

때 다양한 cytokine과 함께 치아 이동 시 골 흡수 및 골 생성을 억제하는 

Interleukin-1β (IL-1β)가 치은 열구로 분비된다. Matrix metalloproteinase 

(MMP)는 기질의 단백질 분해 효소로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파골세포가 골 흡수시 골양층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력을 가할 때 사람의 치은 열구로 분비되는 IL-1β, MMP-8 

및 MMP-9가 시간의 변화 (0, 1, 12, 24, 72시간)와 힘의 크기 (50 gm, 100 

gm) 및 위치 (상악 제1소구치 협측과 설측)의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양

상과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한 치과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가철식 

교정장치를 장착하여 힘을 가한 후 치은 열구액을 filter paper strip으로 채취

하고,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로 정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L-1β는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단백질에 대한 IL-1β의 상대적 양은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2. MMP-8은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24시간, 72시간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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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에 대한 MMP-8의 상대적 양은 100 gm을 가한 설측에서 0시간

을 기준으로 1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3. MMP-9는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24시간, 72시간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단백질에 대한 MMP-9의 상대적 양은 100 gm을 가한 설측에서 0시간

을 기준으로 1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4. IL-1β와 비교했을 때 MMP-8과 MMP-9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MMP-8과 MMP-9는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IL-1β보다 먼저 큰 

증가를 나타냈다. 

5. 압박측과 긴장측 간에 치은 열구액의 IL-1β, MMP-8 및 MMP-9 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50 gm과 100 gm의 힘을 각각 준 경우 치은 열구액의 IL-1β, MMP-8 

및 MMP-9 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해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에 분비되는 IL-1β는 12시간, 

24시간, 72시간의 다양한 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그리고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에 분비되는 MMP-8과 MMP-9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사한 양상을 보 으며 1시간에서 최대값에 대한 상대적 폭이 

IL-1β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핵심되는 말：치은 열구액, IL-1β, MMP-8, M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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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교정력에 따른  치은 열구액의 Interleukin-1β, Matrix  

metalloproteinase-8 및 Matrix metalloproteinase-9의 변화

(지도교수 유  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우  택

I. 서 론

교정치료는 치아에 지속적인 힘을 가해서 치아를 둘러싼 치조골의 흡수와 

재생에 의해 치아의 이동이 일어나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Reitan K, 1985; 

Huang YH 등, 1991; Romanos GE 등, 1991; Terrannova VP, Nishimura F, 

1996). 주요한 학설로는 생물학적 전기에 의한 치아 이동과 혈류에 향을 주

는 치주인대 내의 압력-신장 요소에 의한 치아 이동이 있는데 이들은 상호 보

완적 성격을 띈다. 생물학적 전기 학설은 치조골의 굴절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조절되는 골대사의 변화에 의하며 압력-신장 학설은 치주인대

를 통한 혈류 공급의 변화로  화학적 매개체가 세포를 변화시킴으로 치아가 

이동된다 (Proffit WR 등, 1986).

본 연구는 압력-신장의 이론에 근거하여 치아 이동 시 치은 열구액 내 화

학적 매개체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교정력을 가할 때 초기에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치주혈관 확장과 치주인대 혈관 밖으로 백혈구가 이동되며 

단핵세포에 의해 유리된 cytokine은 직접 골세포와 반응하거나 간접적으로 혈

관 내 단핵세포, 대식세포, 임파구, 섬유아세포들에게 반응하여 다른 cytokine

이나 다양한 growth factor가 치은 열구로 분비하게 된다 (Davidovitch Z, 

1991; Dinarello CA, 1988). 따라서 치은 열구액의 변화를 분석함으로 치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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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치주

역에서는 환자의 치은 열구액을 분석하여 병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교정 역에서의 치은 열구액을 통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교정치료는 100년의 역사를 통해 획기적으로 장치와 치료 기술이 발달되어 

왔으나 교정치료 시  4-6주의 치료 간격과 2년 내외의 치료기간은 1900년대의 

Angle 시대나 100년 후인 지금이나 그리 많이 짧아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동안 치아 이동에 관련한 연구가 세포 또는 동물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

지만, 실제 교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치아 이동

에 관한 생물학적 과정 이해의 진전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Yamasaki K 등, 1984; Katzhendler E, Steigman S, 1999; Redlich M 등,  

1999; Davidovitch Z, Mah J, 2000; Guajardo G 등, 2000). 따라서 교정력을 가

할 때 환자의 치은 열구액을 분석함으로 치아 이동의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

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terleukin-1 (IL-1)은 숙주방어기전 (host defense mechanism)과 염증반

응 그리고 자가면역의 다양한 작용을 중개하는 중요한 cytokine으로서 α와 

β의 두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Dinarello CA, 1988). IL-1β는 대부분 골 대사

와 관련되어 골 흡수를 자극하고 파골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며 동시에 골 형성

을 방해한다 (Gowen M 등, 1985; Stashenko P 등, 1989). 그리고 

Interleukin-6 (IL-6),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Epidermal growth 

factor (EGF)와 그 작용이 겹친다 (Dinarello CA, 1989). IL-1β는 TNF-α와 

상승작용을 하며,  IL-6 형성의 강력한 유도자이다 (Van Dammel J 등, 1987; 

Linkhart TA, 1991). TNF-α는 골 흡수와 골 세포 복제를 자극하며 

(Bertolini DR 등, 1986; Canalis E, 1987), EGF는 새로 태어난 동물의 전치 맹

출을 촉진시키고 섬유아세포와 간질세포 (stromal cell)에 의해 형성된다 

(Cohen S, 1962). 따라서 IL-1β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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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교정력을 가할 때 IL-1β가 치은 열구액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관한 

연구도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교정력 부여 

시의 7일간에 이루어지는 커다란 변화를 관찰하 으며 연구 결과도 24시간 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한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 다 (Grieve WG 등, 

1994; Uematsu S 등, 1996; Tzannetou S 등, 1998; 김인숙, 박 국, 2000). 그

러나 IL-1β가 검출되는 양이 pg/㎖의 극히 미세한 양으로 개인의 상태에 따

라 다를 수 있고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액의 초기 변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는 세포외 기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크게 interstitial collagenases, gelatinases, stromelysins, membrane 

-type MMPs, matrilysin과 metalloelastase를 포함한 나머지의 MMPs로 되어 

있다. MMP는 비활성 상태에서 Zn++ -cysteine bond의 파손시 활성되며 파골

세포에 의한 골 흡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골양 조직을 제거함으

로써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가 시작되는 데에는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 이것은 치아 이동에 중요한 요소이다 (Henning Birkedal-Hansen, 1993). 

본 연구는 MMP 중 다형핵 백혈구와 관련된 교원질분해 효소 (MMP-8)와 젤

라틴 액화 효소 (MMP-9)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동안 MMP 활성과 치주질

환의 진행과정 및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을 소량 장기간 투여에 따라 치조

골과 교원질 손상을 방지하는 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Golub LM 등, 

1994; Golub LM 등, 1995; Ryan ME, 1996;  Golub LM 등, 1998; Engsig 

MT 등, 2000; Choi BK 등, 2001; Song SE 등, 2002). 그러나 교정력에 의한 

치은 열구액에서의 MMP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로 정량 분석 후 

치아에 초기 힘 제공 시 IL-1β, MMP-8 및 MMP-9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발현되며 이들의 상호관계, 힘의 크기와의 관련성, 협측과 설측 간의 비교 및 

시간의 지속에 따른 변화 양상을 알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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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IL-1β ELISA kit는 Endogen (Woburn, U.S.A), MMP-8 ELISA kit와  MMP-9 

ELISA kit는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로부터 

구입하 고, 단백질 정량액은 Pierce (Rockford, U.S.A.)로부터 구입하 다.

2. 방법

전신질환이 없고 임상적으로 건강한 치주조직을 가진 치과대학 4학년생 15

인 (남자 10명, 여자 5명, 평균 24.7±1.7 세)을 선정하여, 상악 구개부위에 bite 

plate, 측절치와 견치 그리고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사이에 ball clasp, 제1소구

치 구개부위에 push spring을 갖는 가철식 장치를 장착하 다 (사진 1-6).

식사 시간과 칫솔질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항상 장착하도록 하 으며, 상악

제1소구치 부위 칫솔질을 주의깊게 하도록 요구하 다. 상악 우측 제1소구치에 

100 gm, 좌측 제1소구치에 50 gm을 설측에서 협측으로 힘을 가하 으며, 하

악 견치 후방부위는 교합되지 않도록 장치를 제작하 다. 50 gm을 부여한 상

악 좌측 제1소구치 설측 (L1), 상악 좌측 제1소구치 협측 (B1), 100 gm을 부

여한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설측 (L2), 상악 우측 제1소구치 협측 (B2)으로 구

분하 다.

가. 치은 열구액 수집 

실험군 상악 좌우 제1소구치 협측과 설측의 치은 열구에서 0시간,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 filter paper strip (사진 7)으로 치은 열구액을 채득

하 다. 치은 열구액을 수집하기 위하여 멸균된 filter paper strip (5 m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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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을 사용하 다. 우선 cryotube에 피검자 번호, 채취 시간, 부위를 표시한 

후 인산완충용액 350 ㎕를 넣었다.

상악 제1소구치를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 내고 건조한 후, 치은 열구내로  

filter paper strip을 1 mm 삽입하여 1분간 위치시킨 후 350 ㎕ 인산완충용액

이 든 cryotube에 넣었다. 1분 경과 후 다시 시행하여 모두 3개의 filter paper 

strip를 수집하여 넣었다.

각 피검자의 4부위 cryotube를 1개의 cryocane에 위치시킨 후 손잡이 부위

에 피검자 표시를 한 후, 바로 액체질소 탱크에 넣어 보관하 다. 치은 열구액

을 정량하기 위해 액체질소 탱크에서 얼려진 cryocane을 꺼내 상온에서 자연

히 녹인 후 cryotube를 분리하 다. cryotube를 10초 간 vortexing한 후 50개

의 구멍난 폴리스텔 박스 (사진 8)에 피검자의 시간과 부위 별로 배열한 후 

IL-1β, MMP-8, MMP-9 및 단백질 정량을 하 다. 

나. IL-1β의 정량

치은 열구액의 IL-1β양은  IL-1β ELISA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IL-1β well plate에 표준용액 (0, 10.24, 25.6, 64, 160, 400 pg/㎖) 및 각 검

체용액 50 ㎕을 넣었다. 그 후 모든 well에 50 ㎕의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를 넣고 접착성 비닐로 덮은 후 실온에서 3시간 동안 방치하 다. 비닐

을 제거하고 세척완충용액으로 3번 세척하 다. 그 후 희석된 

streptavidin-horseradish peroxide 용액을  각 well에 100 ㎕ 넣고 접착성 비닐

로 덮은 후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 다. 비닐을 제거하고 세척완충용액으

로 3번 세척하 다. Tetramethybenzidine (TMB) substrate 용액 100 ㎕를 각 

well에 넣은 후 실온의 암실에 30분간 반응시켰다. 암실에서 꺼내 각 well에 100 

㎕의 stop solution을 넣은 후 spectrophotometer (Dynatec, U.S.A.)로 4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 다. 표준용액의 농도와 흡광도로 표준곡선을 그리고 검체의 흡

광도를 통해 검체의 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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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MP-8의 정량

치은 열구액의 MMP-8은 MMP-8 ELISA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사용 전 모든 용액을 20-30℃에  놓았다.

검체용액을 assay buffer로 1：10 희석하 다. 이 때 polypropylene tube를 

이용했다.

MMP-8 well plate의 0 standard well에 assay buffer 100 ㎕를 넣었다. 

0.25, 0.5, 1, 2, 4 ng/㎖ standard well에는 각 농도에 맞는 working standard 

용액  100 ㎕를 넣었다. 나머지 well에는 순서에 맞게 검체용액 100 ㎕를 넣었

다. 뚜껑을 덮고 실온에 2시간 방치하 다. 그 후 세척완충용액으로 모든 well

을 4번 세척하 다. 모든 well에 peroxide conjugate용액 100 ㎕를 넣은 후 

plate 뚜껑을 덮고 1시간 방치하 다. 세척완충용액으로 4번 세척하고 실온상

에 있는 TMB substrate 용액 100 ㎕를 각 well에 넣었다. 뚜껑을 덮고 실온에 

30분 놓은 후 1 M sulfuric acid 용액 100 ㎕를 각 well에 넣어 반응을 중지시

킨 후 30분 이내에 spectrophotometer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표

준용액의 농도와 흡광도로 표준곡선을 그리고 검체의 흡광도를 통해 검체의 

농도를 측정하 다.

라. MMP-9의 정량

치은 열구액의 MMP-9는 MMP-9 ELISA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사용 전 모든 용액을 20-30℃에 놓았다.

MMP-9 well plate의 0 standard well에 assay buffer 100 ㎕를 넣었다. 4, 

8, 16, 32, 64, 128 ng/㎖ standard well에는 각 농도에 맞는 working standard 

용액 100 ㎕를 넣었다. 나머지 well에는 순서에 맞게 각각의 검체용액 100 ㎕

를 넣었다. 그 후 reagent blank well을 제외한 모든 well에 100 ㎕의 peroxide 

conjugate 용액을 넣은 후 뚜껑을 덮고 20-30℃에 1시간 방치하 다. 세척완충

용액으로 모든 well을 4번 세척하 다. 즉시 20-30℃의 TMB substrate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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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를 각 well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실온에 30분간 놓은 후, 파란색이 발

색되면 spectrophotometer로 6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표준용액의 농

도와 흡광도로 표준곡선을 그리고 검체의 흡광도를 통해 검체의 농도를 측정

하 다.

마. 단백질 정량

치은 열구액의 단백질은 Coomassie protein assay 법으로 측정하 다

단백질 정량을 위해 96-well microtiter plate에 표준용액 우혈청알부민

(31.25, 62.5, 125, 250, 500 ㎍/㎖, 1 , 2 mg/㎖) 및 검체용액 5 ㎕을 각 well 

plate에 넣고, Coomassie protein assay 용액 250 ㎕를 첨가한 후 30분이내에 

spectrophotometer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우혈청알부민 농도와 

흡광도로 표준곡선을 그리고 검체의 흡광도를 통해 검체의 농도를 측정하 다.

바. 통계처리

50 gm과 100 gm 힘을 가한 상악 좌우 제1소구치 협설측 치은 열구액의 

IL-1β, MMP-8 및 MMP-9 값을 0시간,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 측

정하고 S.A.S. 8.0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체 농도를 2요인 분산분석을 하 고, 

각 시점에서 차이를 보기 위해 1요인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 으며 통계

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Duncan's mutiple range test로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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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치은 열구액의 IL-1β,  MMP-8 및 MMP-9의 총량 측정치 비교

가. IL-1β의 변화

치은 열구액을 ELISA법으로 IL-1β의 양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표 1, 그림 1).

IL-1β는 B1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에 비하여 12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4시간까지 약간 감소하고, 72시간까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B1은 24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후 72시간까지 감

소하는 양상을 보 다.

L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L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협측과 설측 간의 L1 L2, B1 B2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으며 50 gm과 100 gm간의 L1 B1, L2 B2 비교 시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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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L-1β의 평균과 표준 편차

(단위 pg/ml)

0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

L1 5.534±4.579 8.789±5.335 26.467±17.456* 18.124±12.602* 25.158±17.414*

B1 4.778±3.793 9.861±7.080 22.742±28.386 36.485±52.675* 26.173±15.959

L2 5.405±3.714 9.548±4.865 39.114±40.069* 26.049±25.279* 27.151±21.667*

B2 9.350±11.166 11.431±6.038 22.634±11.807* 19.082±11.844 32.300±23.433*

0시간을 기준 * P<0.05

그림 1. IL-1β의 평균

나. MMP-8의 변화

치은 열구액을 ELISA법으로 MMP-8의 양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표 2, 그림 2).

MMP-8은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에 비하여 1시간까지 증가 후, 12시간까

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 24시간까지 증가한 다음 72시

간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L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과 24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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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과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L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협측과 설측 간의 L1 L2, B1 B2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으며 50 gm과 100 gm간의 L1 B1, L2 B2 비교 시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2. MMP-8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ng/ml)

0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

L1 4.807±2.913 8.910±4.149* 3.942±3.165 12.666±7.207* 7.808±5.274

B1 8.687±7.182 11.155±6.639 5.612±4.913 16.582±13.016* 14.310±9.940*

L2 5.285±4.152 9.214±3.462 7.020±8.858 13.062±8.362* 8.484±7.944

B2 12.402±9.351 16.389±7.936 11.455±9.345 18.980±12.399 15.154±8.964

0시간을 기준 * P<0.05

그림 2. MMP-8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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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MP-9의 변화

치은 열구액을 ELISA법으로 MMP-9의 양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표 3, 그림 3).

MMP-9는 B1, B2를 제외한 경우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에 비하여 1시간

까지 증가 후, 12시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24시간까지 증

가한 다음 72시간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B1, B2의 경우 24시간까지는  

앞의 경우와 같은 양상이지만 그 후 72시간까지 증가하는 다른 양상을 보 다.

L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과 24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24시간,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L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협측과 설측 간의 L1 L2, B1 B2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으며 50 gm과 100 gm간의 L1 B1, L2 B2 비교 시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3. MMP-9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ng/ml)

0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

L1 8.884±6.401 18.134±11.421* 10.695±8.089 19.335±12.742* 15.278±8.162

B1 13.342±9.480 19.086±10.575* 9.670±8.024 22.028±14.076* 24.090±17.472*

L2 9.917±6.920 17.436±7.568 15.608±14.882 25.431±18.562* 18.405±15.843

B2 18.432±11.022 26.744±15.022 17.888±13.021 27.804±17.365 28.373±22.190

 0시간을 기준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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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MP-9의 평균

2. 치은 열구액의 단백질에 대한 IL-1β,  MMP-8 및 MMP-9의 

   상대 측정치 비교

가. 단백질의 변화

치은 열구액의 단백질을 Coomassie protein assay로 측정하여 다음의 결과

를 얻었다 (표 4, 그림 4).

단백질은 B1, L2를 제외한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백질량이 점진적

으로 증가하 다. B1의 경우 12시간까지 감소한 후 72시간까지 증가를 하 고, 

L2의 경우 12시간까지 증가하고 그 후 감소하 다.

L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L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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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협측과 설측 간의 L1 L2, B1 B2 비교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

으며 50 gm과 100 gm간의 L1 B1, L2 B2 비교 시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4. 단백질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μg/ml)

0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

L1 33.319±15.387 44.987±19.519 44.900±30.164 44.532±31.749 56.691±22.527*

B1 52.324±44.465 45.720±31.086 41.931±52.559 53.603±36.870 66.511±30.566

L2 25.587±12.613 39.006±17.289 86.088±74.195* 75.654±49.023* 64.434±41.103*

B2 56.847±35.852 63.380±31.869 61.746±24.343 69.376±35.887 88.301±53.460

 0시간을 기준 * P<0.05

그림 4. 단백질의 평균

나.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IL-1β의 변화

측정한 IL-1β의 양을 단백질 양으로 나누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표 5, 

그림 5).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IL-1β의 양은 B1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교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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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후 0시간에 비하여 1시간까지 증가하고, 12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4시간까지 감소한 후, 72시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B1의 경우 24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후 72시간까지 감소하 다. 

L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B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24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L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협측과 설측 간의 L1 L2, B1 B2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으며 50 gm과 100 gm간의 L1 B1, L2 B2 비교 시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5.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IL-1β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pg/μg Protein)

0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

L1 0.125±0.061 0.179±0.105 0.562±0.345 0.398±0.277 0.424±0.316

B1 0.163±0.193 0.269±0.207 0.647±0.431* 0.675±0.879* 0.422±0.251

L2 0.166±0.112 0.285±0.181 0.474±0.348 0.346±0.257 0.395±0.879*

B2 0.127±0.128 0.176±0.086 0.367±0.181 0.297±0.177 0.371±0.177

0시간을 기준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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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IL-1β의 평균

다.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MMP-8의 변화

측정한 MMP-8의 양을 단백질 양으로 나누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표 6, 

그림 6).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MMP-8의 양은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에 비하여 1

시간까지  증가 후, 12시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후 다시 증

가한 다음, 24시간을 기점으로 72시간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L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B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L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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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측과 설측 간의 L1 L2, B1 B2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으며 50 gm과 100 gm간의 L1 B1, L2 B2 비교 시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6.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MMP-8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ng/μg Protein)

0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

L1 0.129±0.053 0.185±0.109 0.083±0.072 0.298±0.173 0.148±0.091

B1 0.205±0.194 0.297±0.228 0.170±0.145 0.321±0.245 0.231±0.153

L2 0.155±0.099 0.287±0.171* 0.075±0.043 0.221±0.154 0.164±0.116

B2 0.204±0.129 0.269±0.165 0.180±0.138 0.286±0.199 0.199±0.097

0시간을 기준 *P<0.05

그림 6.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MMP-8의 평균

라.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MMP-9의 변화

측정한 MMP-9의 양을 단백질 양으로 나누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표 7, 

그림 7).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MMP-9는 L1을 제외한 경우 교정력을 가한 후 0시

간에 비하여 1시간까지 증가 후, 12시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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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시 증가한 다음, 24시간을 기점으로 72시간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L1은 12시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후 증가한 다음, 24시간을 

기점으로 72시간까지 감소하 다.

L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B1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L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p<0.05).

B2의 경우 0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간 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협측과 설측 간의 L1 L2, B1 B2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으며 50 gm과 100 gm간의 L1 B1, L2 B2 비교 시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7.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MMP-9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ng/μg Protein)

0 1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

L1 0.565±1.270 0.506±0.649 0.242±0.166 0.397±0.374 0.286±0.189

B1 0.431±0.601 0.528±0.437 0.323±0.188 0.457±0.359 0.375±0.250

L2 0.277±0.153 0.599±0.566* 0.164±0.070 0.371±0.255 0.362±0.314

B2 0.307±0.179 0.414±0.227 0.265±0.159 0.394±0.198 0.315±0.187

0시간을 기준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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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MMP-9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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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교정력은 치근막 기질 (periodontal ligament matrix)을 변형시킴으로 세포

의 형태와 세포 골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구심성 신경말단 (afferent nerve 

ending)에서 neuropeptide를 분비한다. 생분자학적 차원에서 이런 힘은 

prostaglandin, growth factor, cytokine을 분비하며 (Sandy JR 등, 1993; 

Lowney JJ 등, 1995), 동물에서의 조직 화학적 연구와 인체에서의 생화학적 

연구가 이런 결론을 지지해 준다 (Storey E, 1973; King GJ, Collier J, 1986; Mc 

Colloch CAG 등, 1987; Davidovitch Z 등, 1988; Mohammed AH 등, 1989; 

Canlis E 등, 1991).

따라서 교정력은 cytokine을 생기게 하여 뼈의 형성과 흡수에 향을 준다. 

이런 cytokine중에 IL-1β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요소이며 골 생

성도 억제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인체의 치은 열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Masada MP 등, 1990; Preiss DS, Meyle J, 1994). 치주염을 가진 환자의 치

은 열구액과 치은에서 IL-1β가 다량 발견되었고 (Offenbacher S 등, 1981; 

Ryan RJ, 1985), Saito 등 (1991)은 치주인대 세포의 기계적 자극을 통한 IL-1

β의 변화를 연구하 다. 인체의 치은 열구액을 통한 연구는 Last 등 (1988)이 

교정적 치아이동 시 chondroitin sulfate가 증가하 다고 보고했고, Grieve 등 

(1994)은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액의 prostaglandin과 IL-1β의 증가를, 

Uematsu 등 (1996)은 IL-1β, IL-6, TNF-α, epidermal growth factor, β

2-microglobulin이 교정력을 가할 때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김 등 (2000)은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액의 IL-1β의 발현을 연구하 는데 이러한 연구

에서 모두 24시간 때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고하여 이를 검증해 보고자 실험

하 다.

본 연구는 피검자를 치과대학 4학년 학생으로 선택하 다. 선학들의 연구에 

비해 피검자들의 연령 폭이 좁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가능하며, 장치 장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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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 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에게 실험함으로써 발치

에 따른 외상이나 투약 및 치주 조직 염증 시 나타나는 조직 변화를 제외하여 

순수히 교정력에 의해 표현되는 것을 알고자 하 다. 장치 설계에 있어 push 

spring을 견치보다 소구치를 선택한 것은 힘을 부여함에 따른 기계적 자극을 

제거하고 소구치 설면 교합 1/3 부위에 위치하여 장착을 용이하게 하 다. 또

한 push spring 부위에는 레진을 제거하 다. 힘의 크기는 치아의 경사 이동 

시 약한 힘에 해당하는 50 gm과  강한 힘에 해당하는 100 gm으로 구분하

으며 dial gauge를 이용하여 힘을 측정하 다. 측절치와 견치 그리고 제1대구

치와 제2대구치사이에 ball clasp를 위치하여 교정장치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하 으며 구개부위에 평면을 형성하여 하악전치만 닿고 후방 부위는 이개되도

록 하 다 (사진 1-6). 장치 제거 후 전치부위에 교합이 되지 않았으며 상악 

제1소구치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 다. 또한 상악 좌우 소구치의 힘의 차이는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실험 내내 임상적으로 치주가 건강하게 유지되었다. 장

치 장착  3일 후 교합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으나 장치 제거 후 원래의 형

태로 돌아왔다.

시료 채취 시 인산완충용액에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막기 위해 시료채

취 후 바로 액체질소 탱크에 보관하 으며 일단 시료를 녹인 후 IL-1β, 

MMP-8, MMP-9, 단백질 정량을 당일에 시행하여 냉동과 해동을 반복함에 따

른 오차를 줄이려 하 다. 시료 채취 시 인산완충용액 350 ㎕중 IL-1β정량에 

50 ㎕, MMP-8 정량에 10 ㎕, MMP-9 정량에 100 ㎕, 단백질정량에 5 ㎕을 

사용하 다. 예비실험에 의하여 MMP-8의 검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시료를 

1：10으로 희석했을 때 실험 측정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IL-1β와 MMP-9는 시료를 그대로 사용하 으며 MMP-8는 희석하여 

사용하 다.

실험 결과에서 피검자 13명과는 달리 2명에서는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다시 면담한 결과 실험기간 중 맥주를 마신 사실과 게임방에서 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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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며 보낸 사실이 나타나 2명을 제외하고 통계 처리하 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양상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표준 편차가 줄어들게 되었다. 제외된 두명으로 부

터 술에 의해 IL-1β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과 밤을 새며 오락을 할 때 심리

적 긴장으로 급격히 IL-1β가 증가하는 사실도 부과적으로 추론 할 수 있었

다. 

본 실험에서 장치에 힘을 가한 후 IL-1β는 0시간을 기준하여 1시간까지  

증가하고, 12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후 24시간까지 약간 감소한 후, 

72시간까지 다시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단백질에 대한 IL-1β의 상대

적 측정치도 같은 양상을 보 다. 본 실험 결과와는 달리 기존의 대부분 연구

에서는 힘을 가한 후 24시간 후 IL-1β의 농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하 다. 본 실험 결과와 기존의 연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존

의 연구에서 힘을 가한 후 1시간 , 24시간 , 7일 후의 농도를 측정하 기 때문

이다. 즉 힘을 가한 후 1시간까지의 변화보다 그 후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데, 24시간 후와 7일 후의 농도를 측정함으로 초기의 다양한 변화를 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은 열구액에서 IL-1β의 농도 측정 방법은 치은 열구액을 일정시간 채취

하여 그 총량을 비교하는 방법 (Tzannetou S 등, 1998), 총량을 치은열구액의 

양으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법 (Preiss DS, Meyle J, 1994), 그리고 치은열구

액의 단백질양에 대한 IL-1β의 양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Uematsu 

S 등, 1996).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 중 하나의 방법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동시에 보여 줌으로써 다양한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었으며, 단백질 정량의 중요성도 제시하여 주었다. 또한 설측의 치은 

열구액이 협측에 비하여 개인간의 IL-1β 값의 변화 폭이 좁게 나타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실험 시 설측 치은 열구액을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치은 열구액을 분석하는 연구로 치주 역에서는 prostaglandin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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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ukin-1β의 양을 분석하여 심각한 골 파괴 양상을 예측한다. 치주질환 

환자에서 치료 후 치은 열구액의 interleukin -1α와 -1β의 양이 현저하게 감

소됨이 관찰되었다 (Masada MP 등, 1990). 교정 역에서 치은 열구액의 분석

을 통해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여 힘의 크

기나 방법 그리고 힘을 주는 간격 등이  합리적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정

상인에 있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 지에 관한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 또한 

교정력을 가한 후 시간 간격을 좁혀 농도를 측정함으로 장치 착용에 따른 조

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MMP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교원질, elastin, 당단백질, proteoglycan, 

glucosaminoglycan과 같은 세포외 기질을 분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MMP는 collagenase (MMP-1, -8, -13 ), gelatinase (MMP-2, -9), stromelysin 

(MMP-3, -10) 및 stromelysin-like MMP (MMP-7, -11, -12),  

menbrane-type MMP (MMP-14, -15, -16)  그리고 그 외의 군으로 나누어지

며 섬유아세포와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에서 형성된

다 (Emonard H, Grimaud JA, 1990). 그리고 대식세포나 단핵세포는 섬유아세포와 

연골세포에 교원질분해 효소를 합성하도록 유도한다 (Henning Birkedal-Hansen, 

1993). MMP는 초자양 부위와 골기질 분해에 향을 주어 치아 이동에 관여하

는 중요한 요인이다 (Emonard H, Grimaud JA, 1990; Johansson N 등, 1997; 

Uchida M 등, 2001).

본 연구는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액에서 나타나는 교원질 분해 효소 

중 MMP-8과 젤라틴 액화 효소 중 MMP-9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

다. 치주 역에서는 MMP의 치근막 재생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또한 

MMP의 억제제로 저용량의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물을 장기간 투약함으로

써 치주질환에서 교원질 파괴와 치조골 소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Golub LM 등, 1994; 

Golub LM 등, 1995; Ryan ME, 1996;  Golub LM 등, 1998; Engsig M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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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더 나아가 과다한 MMP 활성으로 이루어지는 전신질환 즉 골다공증, 

관절염, 피부질환 등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물을 소량으로 장기간 사용

함으로 정상균총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MMP 활성을 저해한다는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Tomas I 등, 1993; Lauhio A 등, 1994; Teicher B 등, 1994; 

Tilley B 등, 1995; ). 그러나 교정 역에서는 아직 치은 열구액에서 MMP의 

분비 양상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MMP는 치아 이동시 파골

세포가 석회화되지 않은 골양조직 (osteoid)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골면에 골

양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본 연구에서 MMP 중 치은 열구로 분비되며 교원질 분해 효소와 젤라틴 

액화 효소 하나씩 즉 MMP-8과 MMP-9를 선택하여 교정력을 가할 때 나타나

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위와 힘의 크기 및 시간의 변화에 따라 치은 열

구액을 측정하고 ELISA로 정량하 다. MMP-8과 MMP-9의 시간에 따른 농

도 변화는 0시간에 비하여 1시간까지 증가하고 12시간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후 다시 증가하고 24시간 후 72시간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MMP-8과 MMP-9의 변화 양상은 비슷하 으며, IL-1β와 비교 시 양상은 상

이하 으며 MMP-8과 MMP-9에서 1시간까지 최대값에 대한 변화 폭이 더 크

게 나타났다. 또한 MMP-8과 MMP-9 값은 협측부위가 설측부위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50 gm 보다 100 gm을 가할 때 더 큰 값을 보 다. 그러나 통계학

적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선학의 연구 (Kyrkanides S 등, 2000)에서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를 

IL-1β 처리 후 4시간이면 MMP-9가 증가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24시간

까지 MMP 값이 증가하는 이유로 IL-1β 값과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 IL-1β 

값이 12시간에 최고값을 나타내므로 24시간까지의 MMP-8과 MMP-9의 증가

를 IL-1β의 자극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MMP-8과 MMP-9 

값이 1시간까지 크게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힘의 자극에 의해 직접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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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MMP-8 과 MMP-9가 M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가설할 수 있다. 즉 교정력을 가할 때 1시간까지의 증가를 

보이는 것은 힘의 자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 후 감소하는 것은 분비된 

MMP-8과 MMP-9의 분해와 조직에서 분비된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s (TIMP)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24시간까지의 증가는 IL-1β

의 증가에 따른 MMP-8 및 MMP-9의 증가로 그 후의 감소는 분비된 

MMP-8과 MMP-9의 분해와 조직에서 분비된 TIMP에 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TIMP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액의 

TIMP양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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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교정력을 가할 때 사람의 치은 열구로 분비되는 IL-1β, MMP-8 및 

MMP-9가 시간의 변화, 힘의 크기 및 위치의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양

상과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한 치과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가철식 

교정장치를 장착하여 힘을 가한 후 치은 열구액을 filter paper strip으로 채취

하고, ELISA로 정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L-1β는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단백질에 대한 IL-1β의 상대적 양은 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24시간, 

72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2. MMP-8은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24시간, 72시간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단백질에 대한 MMP-8의 상대적 양은 100 gm을 가한 설측에서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3. MMP-9는 교정력을 가한 후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24시간, 72시간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단백질에 대한 MMP-9의 상대적 양은 100 gm을 가한 설측에서 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p<0.05).

4. IL-1β와 비교했을 때 MMP-8과 MMP-9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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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8과 MMP-9는 유사한 양상을 보 으며 IL-1β보다 먼저 큰 증가

를 나타냈다.

5. 압박측과 긴장측 간에 치은 열구액의 IL-1β, MMP-8 및 MMP-9 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50 gm과 100 gm의 힘을 각각 준 경우 치은 열구액의 IL-1β, MMP-8 

및 MMP-9 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해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에 분비되는 IL-1β는 12시간, 

24시간, 72시간의 다양한 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 

그리고 교정력을 가할 때 치은 열구에 분비되는 MMP-8과 MMP-9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사한 양상을 보 으며 1시간에서 최대값에 대한 상대적 폭이 

IL-1β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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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in Interleukin-1β, Matrix matalloproteinase-8 and Matrix 

matalloproteinase-9 of the gingival crevicular fluid upon initial loading

Woo-Taek Lee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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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sis of orthodontic treatment lies on tooth movement occurring 

upon  application of continuous force leading to surrounding alveolar bone 

remodelling. The two main theories supporting this are the tooth movement 

upon the biological piezoelectricity and the pressure and tension factors 

within the periodontal ligament, and these two are mutually correlated.  

According to the pressure-tension theory, acute inflammation occurs upon 

force application releasing various cytokines to the gingival sulcus. Among 

them,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ecretion of IL-1β, which is related 

with tooth movement in that it inhibits bone resorption and formation. In 

addition, even though it is not directly related with osteoclastic bone 

resorption, the MMP, a protein break down enzyme, controls the osteoclast 

to remove the osteoid layer during initial bone resorption. Therefor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iology related with orthodontics can be obtained by 

observing the change in  IL-1β, MMP-8 and MMP-9 upon tooth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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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nge in IL-1β, 

MMP-8 and MMP-9 secretion to the gingival sulcus, upon force application 

depending on time (0, 1, 12, 24, 72 hours), magnitude of force (50 gm, 100 

gm), and location (buccal and lingual side of upper 1st premolar). 15 

healthy dental students were selected and their crevicular fluid was 

obtained by fliter paper strips after loading force with a removable 

appliance. A quantitative analysis was made by the ELSIA metho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Upon force applic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L-1β    

crevicular secretion was observed as time elapsed (from 0 to 12, 24,   

and 72 hours) (p<0.05). The amount of IL-1β, relative to protein,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upon time (p<0.05). 

2. Upon force applic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MP-8  

was observed at 1, 24 and 72 hours (p<0.05). The amount of MMP-8, 

relative  to protei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t 1 

hour, when  100 gm of force was applied to the lingual side of the upper 

1st premolar (p<0.05).

3. Upon force applic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MP-9  

was observed at 1, 24 and 72 hours (p<0.05). The amount of MMP-9, 

relative to protein,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t 1 

hour, when 100 gm of force was applied to the lingual side of the 

upper 1st premolar (p<0.05).

4. The IL-1β, MMP-8 and MMP-9 showed different pattern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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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imilarities were found between MMP-8 and MMP-9. A great   

increase was found first in the MMP-8 and MMP-9.

5.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L-1β, MMP-8  

and MMP-9 secretion between the pressure and tension area of the   

upper 1st premolar. 

6.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L-1β, MMP-8  

and MMP-9 secretion between 50 gm and 100 gm force application at 

the  upper 1st premolar.

 Upon force application, the IL-1β secretion from the gingival sulcu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t 12, 24 and 72 hours. Also 

upon force application, the secretion of MMP-8 and MMP-9 showed a 

similar pattern as time elapsed, and at 1 hour, the relative range of the 

maximum amount was greater than IL-1β. 

                                                                        

Key Words : Gingival crevicular fluid, IL-1β, MMP-8, M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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