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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피질골 활성화 (cortical activation)가 교정적 치아 이동에  

미치는 영향 

 

 

피질골에 인위적 조작을 가함으로써 치아 이동을 빠르게 하여 교정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 중에 피질골 활성화 (cortical activation) 술식이 치아 이동

과 주위 골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건강한 성견 (beagle dog)

을 이용하여, 먼저 상하악 좌우측의 제 2 소구치를 각각 발치 한 후, 치아이

동에 대한 골 치유 과정과 발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4 주의 발치와 

치유기간이 경과 하도록 기다린 후, 상 하악 우측을 실험군으로, 좌측을 대조

군으로 하여, 실험군의 협 설측에 점막 골막 피판을 거상 하고, #2 round bur 

를 이용하여  Wilcko 가 추천한대로 3mm 간격으로 hole 에 의한 피질골 활

성화를 피질골을 관통시키지 않을 정도로 시행하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상악에는 NiTi coil spring 에 의한 150g 정도의 교정력을 가해 제 3 소구치를 

전방 견인 하였고, 하악에는 017 X 025 S.S. wire 를  guiding wire 로 하여, 이동 

하고자 하는 제 3 소구치에 0.022” slot bracket 을 장착 한 후, 역시  NiTi coil 

spring 을 이용 하여 150g 의 교정력을 가하여 제 3 소구치를 전방 견인 하여, 

1 주일 단위로 vernier caliper 를 이용하여 각각 치아의 이동 량을 8 주간 측정 

하여,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하고 치아 이동을 시도한 부위와 단순히 치아 이

동만을 시도한 부위를 비교하였다. 

피질골 활성화 후 나타나는 치아주위 조직의 조직학적 미세 구조 관찰을 위

하여, 제 2 소구치 발치 만 시행한 경우와,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한 후 각각 

2 주, 4 주 동안 교정력을 가해 치아이동을 시킨 경우, 그리고 8 주간 교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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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치아이동을 시키고 6 개월 경과 후 다시 교정력을 가한 경우를, LM semi 

thin section 과 EM 을 통하여 비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후 교정력을 가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

해 교정력을 가한 8주 기간 동안 빠른 치아 이동이 일어났다. 

 

2.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후 각각 2주와 4주 동안 교정력을 가한 경

우에, 발치만 시행 한 경우보다 증가된 세포 활성도가 관찰 되었

다. 

 

3.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후 교정력을 가하고 6개월이 경과 한 후 

다시 교정력을 가한 경우, 발치만 시행 한 경우보다 오히려 낮은 

세포 활성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피질골 활성화 후 교정력을 적용하면 초기에 빠른 

치아 이동을 보이지만,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다시 교정력을 가해 치아 이동을 시도할 때, 오히려 주위 골 조직의 세포 활

성도가, 발치만 시행 한 경우 보다 떨어지는 점이 관찰 되었다. 

빠른 치아 이동을 위해 피질골에 어떠한 형태의 술식을 가할 경우, 초기 변

화 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주위 골 조직의 변화와 세포 반응, 그

리고 이러한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말 : 피질골 활성화, 점막 골판 피판, 교정력, 빠른 치아이동, 

일정시간 경과, 골조직 변화, 세포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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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00 년대 이후 교정 치료가 본격화 된 이래로 보다 더 효율적인 치아 이동

을 위한 많은 연구가 새로운 장치 및 소재의 개발, 그리고 다양한 교정 역학

의 적용등으로 시도 되어왔다.   

더구나 최근 성인 교정 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생활에 지장을 최소한으

로 줄여가면서 교정 치료를 받고자 하는 다양한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보다 

더 심미적이며 빠르게 교정 치료를 끝마치기를 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추

세이다. 

치아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자극에 의한 

영향에 대해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이 (1989), 강 (1983)은 prostaglandin 이 

치아 이동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 (1990)는 prostaglandin 

과 달맞이 종자유를 통한 영향에 대해 보고 하였고,  Davidovich 등 (1980)은 

전기적 자극을 준 후에 치아이동이 빨라짐을, 홍 등 (1995) 은 상악골 협측 

수평 골 절단술 직후의 치아 이동에 대해 보고 하였다. 

이중에서도 피질골 절단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corticotomy facilitated 

orthodontics)가 1959 년 Köle 에 의해 처음 발표 된 이후, 치아 주위의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하여 치아와 치아를 둘러싼 주위 피질골을 하나의 골 토막

(bony block)으로 작용 하도록 하고, 이 토막을 치아를 손잡이 삼아 움직이면 

절단된 피질골에 의해 움직이는 저항이 감소하고 따라서 치아 이동이 빠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 Köle, 1959,  Suya, 1972, 1991, Bell, 1972,  An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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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Gantes, 1990, 유 등, 1979, 정 등, 2001, 2002) 

Wilcko (1999, 2001) 는 초기 Suya 에 의한 피질골 절단술을 시도 한 후 교정 

치료를 시도 한 결과 치아 이동은 빠르게 일어 났지만, 치료 전과 치료 후의 

3 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 비교 결과, 움직인 치아의 치근 주위 뼈의 광화 작

용(mineralization)이 감소 되었고, 약 2 년이 경과한 후 치근 주위의 광화작용

양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관찰 하였다. 이때 특이 할만한 치근의 

흡수는 없으며, 치아의 생활력 소실이 없고 치주낭의 형성이 없는 점등도 보

고 하였는데, 뼈의 생리학적인 면에서 빠른 치아 이동을 설명 하는데 있어 

치아를 둘러싼 골 토막의 저항 감소에 의한 이동만으로 설명 하기에는 무리

가 있고, 그보다는 Frost (1989)의해 소개된 RAP (Regional Acceleratory 

Phenomena)에 의한 것이 더 타당 하다 하였고,  RAP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피질골 절단술 외에, 피질골 활성화( cortical activation )에 의해서도 빠른 치아 

이동이 가능함을 보고 하였다.  

Frost (1989)는 RAP 란 골 경조직에 상처가 가해지면 상처 주위에 상처를 치유 

하기 위한 과정과 골 재 형성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 되는 현상으로 , 이는 

일련의 복잡한 생리학적인 과정으로서, 골 대사 (bone turn over) 가 증가 되고, 

국소적인 골 밀도가 감소 되며, 일시적으로 경조직과 연조직의 재 형성 

(remodeling)이 빠르게 일어나며,  파골 작용 (osteoclastic activity) 을 증가 시키

는 현상이라고 보고 하였다. 

Yaffe 등 (1994)은 RAP 는 사람에게서, 치주 수술과 같은 외과적 상처가 피질

골에 가해진 후 몇일 내에 일어나며, 1-2 달 내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6 개월 

정도 지속되며, 최대 24 개월 정도 지속되는 조직의 상처에 대한 치유와 재 

형성을 촉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Wilcko (1999, 2001)는, 교정 치료 전에 적절히 피질골 활성

화를 시행 하면,  RAP 에 의해 주위 골 개조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때 치아 

이동을 시도 하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치아가 빠르게 움직이고, 이때 나타난 

골 조직의 손실 부분을 인공 골 이식 재료를 통해 보충하여 시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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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뼈로 대체 되도록 하여 주는 술식을 소개 하고 이를 AOO (Accelerated 

Osteogenic Orthodontics)라 명명하였다. 

실제 피질골 절단술이나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한 후 치아가 빠르게 움직이

는 것이 임상적으로도 확인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가 매우 적은 상황

이고, 이러한 술식을 동반하여 교정 치료를 시행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재차 치아 이동을 시도 할 때의 치아 이동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

는 상황이다.  

이에 저자는 성견 ( beagle dog )을 이용 하여 제 2 소구치 발치를 시행하고 4

주를 기다린 다음 Wilcko 에 의해 소개된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한 후 8 주

간 교정력을 가한 경우와, 아무런 술식도 가하지 않고 8 주간 교정력을 가한 

경우의 치아 이동량을 비교 측정 하여 피질골 절단술이 아닌 피질골 활성화

만 시행 한 경우에도 치아 이동이 빠르게 나타나는지 관찰 하였고, 피질골 

활성화 후 나타나는 치아주위 조직의 조직학적 미세 구조 관찰을 위하여, 제 

2 소구치 발치만 시행 한 경우와,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한 후 각각 2 주, 4 주 

동안 교정력을 가해 치아이동을 시킨 경우, 그리고 8 주간 교정력을 가해 치

아이동을 시키고 6 개월이 경과 후 다시 교정력을 가한 경우를,  LM semi thin 

section 과 EM 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다수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 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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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4. 치아 이동량 측정군 

건강한 성견 2 마리를 이용하여, 먼저 상하악 좌우측의 제 2 소구치를 각각 

발치 한 후 골 치유와 발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4 주동안  발치 

와가 치유되도록 기다린 후, 상 하악 우측을 실험군으로, 좌측을 대조군으로 

하여, 실험군의 협설측에 점막 골막 피판을 거상한 후,  #2 round bur 를 이용

하여  Wilcko 가 추천한대로 3mm 간격으로 hole 에 의한 피질골 활성화를 

피질골을 관통시키지 않을 정도로 시행하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상악에는 

단순 NiTi coil spring 에 의한 150g 정도의 simple tipping force 를 가해 제 3 소

구치를 전방 견인 하였고, 하악에는 0.017 X 0.025 S.S. wire 를 guiding arch 로 

하여 이동 하고자 하는 제 3 소구치에 0.022” slot bracket 을 장착 한 후, 역시  

NiTi coil spring 을 이용 하여 150g 의 교정력을 가하여 제 3 소구치를 전방 

견인 하고, 1 주일 단위로 vernier caliper 를 이용하여 각각 치아의 이동량을 8

주간 측정 하여,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하고 치아 이동을 시행 한 부위와 단

순히 치아이동만을 시행한 부위의 치아 이동 양을 비교하였다. 

   ----     

         a   b   

   ----      

   a   c 

Fig 1. Diagram of comparative study for amount of tooth movement  

      a.  4 weeks after 2nd premolar extraction 

      b.  Tooth movement for 8 weeks without cortical activation 

      c.  Tooth movement for 8 weeks with cortical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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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학 관찰 군 

조직학적인 미세 구조 관찰을 위하여, 다른 성견들을 이용하여 제 2 소구치를 

발치 하고 4 주 후에,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후 NiTi coil spring 을 이용하여 

150g 의 단순한 tipping force 를 제 3 소구치에 가해 전방 견인을 시도한 후 

각각 2 주, 4 주 후 희생한 경우와, 피질골 활성화 후  8 주 치아이동 시키고 6

개월 경과 후 다시 치아 이동을 2 주간 시행하고 희생 한 경우, 그리고 발치

만 시행하고 6 주 후 희생한 경우를 각각 조직학적으로 LM semi thin section 

과 EM 으로 비교 관찰 하였다.  

 

   --            

      a            b   

   --       

a                            c 

                                         
                                                 d 

 

Fig 2. Diagram of groups for histological observation 

      a.  4 weeks after 2nd premolar extraction  

b.  The case that underwent tooth extraction only  

      c.  The cases those applied with orthodontic force for 2 and 4 weeks  

   respectively after cortical activation  

d. The case that underwent 2 weeks of tooth movement after 8 weeks  

of experimental procedure followed by 6 months of observation  

         cortical activation  Time elapsed after cortical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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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of cortical activation by Wilcko 
 

      
Fig 4. Cortical activation with round bur  
 

      
Fig 5. Application of orthodontic force with NiTi coil spring  
 

      
Fig 6. Application of 150g of orthodontic force  
 

 
Fig 7. Measuring amount of tooth movement with digital vernier cal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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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학 관찰 표본 제작 
 
가. 실험 동물 희생 
 
두개부로 가는 좌우측 경동맥(carotid artery)을 묶어 심장으로부터의 혈류를 차

단하고 대정맥(vena cava)을 절단 하여 두개부의 혈류가 빠져 나가도록 한 후, 

경동맥의 상행부를 통해 생리 식염수를 500cc 를 주입하여 세척 한 후에, 4% 

paraformaldehyde 용액 300cc 를 주입 하여 확산 고정 (perfusion fixation) 하고 

상 하악골 만 분리 한 후, 이를 섭씨 4 도에서 2 일간 같은 용액에 담가 고정

하고, 이를 다시 10%  EDTA 용액으로 3 개월간 탈회(decalcification) 시켰다.   

 

     
Fig 8. . Perfusion fixation of sacrificed animal. Washing with 500cc of saline via 

carotid artery and 4 % paraformaldehyde perfusion fixation was done. 

 

나.  Wax section 제작  

탈회된 상하악 표본을 4% formaldehyde 에 1 주일간 고정 시킨 후 wax  표본 

제작을 위하여 100%  alcohol 로 탈수 시킨 후 Wax 로 고정 시켰다. 고정된 

표본을 microtome 을 이용하여 7 마이크론으로 절단 한 후 H-E 염색을 시행 

하였다. 

 

다. 전자 현미경 표본 제작 

절취된 상하악 표본을 상온에서 1 시간 이상 Karnovsky 용액 1/2 강도에서 고

정 시키고 0.1M phosphate buffer 에서 세척 한 후, 섭씨 4 도의 암실에서 1 시

간 동안 0.1M phosphate buffer 에서 1% osmium tetraoxide 용액으로 삼투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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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표본을 0.1M phosphate buffer 와 0.1M sodium acetate 로 세척 한 후 0.1M 

sodium acetate buffer 에서 4% uranyl acetate 용액으로 염색 하고 ethanol 을 이

용하여 탈수 시키고, propylene oxide 를 통과 시키고, epoxy resin 과 propylene 

oxide 의 50:50 혼합물을 통과 시킨 후, epoxy resin 에 12 시간 놓아 두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액으로 바꿔주었다. 이후 주형에 고정 하고 섭씨 60 도에서 하

룻 밤 동안 resin 을 중합시켰다. 

Semi-thin section 을 위해 Ultramicrotome (Huxley, Cambridge Scientific Instruments)

을 이용한 glass knife 로 1µm 으로 절단 하고, 전자 현미경 사진을 위해서는 

Ultramicrotome (Huxley, Cambridge Scientific Instruments)을 이용한 diamond knife

로 절단 한 후 grid 로 옮겼다. 이를 lead citric 용액에서 4-5 분 염색하고 증류

수로 세척한 후 공기로 건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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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치아이동 비교군 

제 2 소구치를 발치 한 후 4 주 경과 후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한 후 제 3 소

구치에 전방 견인력을 가하고 8 주 동안 1 주일 간격으로 치아 이동을 측정 

한 결과 실험측에서 대조측에 비해 훨씬 많은 치아의 이동량이 관찰되었다. 

     
Fig  9. Difference of tooth movement after 8 weeks. Experimental side(right) 
showed a lot of tooth movement compared to control side (left). 
 
Table 1. Amount of tooth movement for 8 weeks in 1st experimental animal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 8 주 total 

  Right (Act) 0.7 1 0.2 0.9 1 1.2 1.2 0.8 7 

Upper Left  (N-A) 0.8 0.5 0 0 0 0.2 0.1 0 1.6 

  Difference -0.1 0.5 0.2 0.9 1 1 1.1 0.8 5.4 

 Right (Act) 0.9 0.6 0.6 0.2 0.4 0 0.2 0.2 3.1 

Lower Left  (N-A) 0.1 0.5 0 0 0 0 0.3 0.1 1 

  Difference 0.8 0.1 0.6 0.2 0.4 0 -0.1 0.1 2.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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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tooth movement for 8 weeks in 1st experimenta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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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ount of tooth movement for 8 weeks in 2nd experimental animal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 8 주 total 

  Right (Act) 0.5 0.2 0.2 1.2 1.1 0.6 0.5 1.3 5.6 

Upper Left  (N-A) 0.5 0 0.2 0 0 0 0.3 0.2 1.2 

  Difference 0 0.2 0 1.2 1.1 0.6 0.2 1.1 4.4 

  Right (Act) 0.3 0.5 1 0.2 0.2 0.5 0.2 0.6 3.5 

Lower Left  (N-A) 0.5 0 0 0 0 0.2 0.5 0.5 1.7 

  Difference -0.2 0.5 1 0.2 0.2 0.3 -0.3 0.1 1.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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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tooth movement for 8 weeks in 2nd experimenta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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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학 관찰군 
 

가. 발치만 시행 한 경우 

발치만 하고 희생한 경우의 근심 측에서, ruffled border 를 가진 다핵의 파골 

세포가 치조골 표면의 dark nucleus 와 편평한 양상을 보이는 골 내막세포(bone 

lining cell) 사이에서 드물게 관찰 되었고, 백악아 세포 (cementoblast)들은 백악

질(cementum) 하방의 clear cementoid 표면에 위치 하고 있으며, 많은 백악아 

세포와 섬유아 세포(fibroblast)들은 투명한 세포질(cytoplasm)을 가지고 있었다. 

치근막(periodontium)은 longitudinal 하고 vertical 한 섬유로 구성된 dense 

collagen network 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섬유들 사이에 섬유아 세포와 혈관 

들이 위치해 있었다. 전자 현미경 사진에서 섬유아 세포에 포함된 rough-

surfaced endoplasmic reticulum (rER)과 소포(vesicle)들이 관찰 되었다.  (fig 12 )  

 
나. 피질골 활성화 후 2 주간 치아이동 시킨 경우 (근심측) 

많은 수의 다핵 파골 세포가 치조골 표면을 따라 관찰 되었고, 백악아 세포

는 백악질 하방의 clear cemntoid 표면에 위치 하고 있고, Sharpey’s fiber 가 백

악질로 들어가는 것이 관찰 되었다. 다핵의 파골 세포들이 ruffled border 를 형

성 하였으며, 많은 수의 소포와 액포(vacuole)들이 세포질 내에서 관찰 되었다.  

(fig 13) 

 

다. 피질골 활성화 후 2 주간 치아이동 시킨 경우 (원심측) 

백악아 세포들이 백악질 하방의 clear cemntoid 표면에 위치 하고 있고, 조골

세포(osteoblast)들이 치조골 하방의 clear osteoid 표면에 배열 되어 있었다. 섬

유아 세포들은 rER 과 같은 발달된 cell organell 들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조골

세포들은 cuboidal 한 모습을 보이고 아주 잘 발달된 rER 을 포함 하고 있었다.  

( fig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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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질골 활성화 후 4 주간 치아이동 시킨 경우 ( 근심측 ) 

많은 수의 다핵의 파골 세포가 치조골 표면에 남아 있었고, 백악아 세포들은 

백악질 하방의 clear cemntoid 표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치근막내에 많은 수

의 섬유아 세포들이 관찰 되었다. 다핵의 파골 세포들은 ruffled border 를 형성

하였으며, 세포질 안에서 많은 mitochondria, 소포, 액포등이 관찰되었다.   

(fig 15) 

 

마. 피질골 활성화 후 4 주간 치아이동 시킨 경우 ( 원심측 ) 

풍부한 핵을 가진 섬유아 세포의 수가 치근막내에서 증가 하였으며, 상대적

으로 발달된 세포기관들을 함유 하고 있었다.  (fig 16) 

 
바.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후 교정력을 가하고 6 개월이 경과 한 후 다시 교

정력을 가한 경우 

치근막내의 섬유아 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소 하였고, 많은 thick collagen fiber

가 관찰 되었으며, 섬유아 세포들이 이 섬유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발달

되지 않은 세포 기관들을 포함 하고 있었다.  ( 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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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교정력이 치아에 가해질 때 치아 주위 골의 개조(remodeling)가 일어남으로써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골 개조율(remodeling rate)을 빠르게 하

려는 시도가 여러 방면으로 있어왔다. 그 중에 피질골에 상처를 주면 이런 

상처 치유의 한 기전에 의해 피질골 하방 골의 개조 과정이 촉진 되는 RAP 

가 유발되고, 이런 RAP 의 유발을 교정적 치아이동에 이용하여 치아 이동이 

빠르게 진행된 경우가 보고되었으며 ( Hajji ,2000, Wilko 등, 1999,2001), 실제 임

상에서도 치아 이동이 빠르게 일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피질골에 어떤 술식을 행하여 치아 이동을 빠르게 하고자 하는 시도는 Bryan 

(1892), Cunningham 등 (1893)에 의해 처음 소개되고, Köle (1959)에 의해 교정 

영역에 소개 된 이후,  Suya (1972, 1991), Bell (1972), Anholm (1986), Gantes 

(1990), 유 등 (1979), 정 등 (2001)이 보고 하였다. 

 Köle (1959)의 경우 치아 사이의 피질골을 치근단 부위를 지나는 부위까지 

절단 (interproximal corticotomy)하고 이를 다시 수평 절단 ( horizontal osteotomy 

cut)으로 연결 하고 교정력을 가하면 치아를 둘러싼 치조골의 저항을 감소시

킬 뿐 아니라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을 하나의 골 토막으로 움직이게 되어 

빠르게 치아이동을 시킬 수 있고, 이때 치아는 이러한 토막의 손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uya (1991)는 치간 사이에 얇은 열구(interproximal fissure)를 치근단 3mm 하방 

까지와 치조골 첨단을 피하도록 형성 한 후 치아와 주위 골을 하나의 토막으

로 이동 할 수 있다고 하였다.  

Bell (1972), Anholm (1986), Gantes (1990) 등도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 하여 치아

를 이동하면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치아의 손상이 없을 뿐 아니라 

눈에 띌만한 치근 흡수 등이 관찰 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유 등 (1979)이 성인에서 치경부에서 1 mm 여유를 두고 #702 

fissure bur 를 이용하여 각 치아 사이의 피질골을 치근 상방 5 mm  까지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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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절개 하고, 이를 다시 수평 골 절개선으로 해면골이 노출 되는 부위 까지 

연결 하여 교정력을 가한 경우, 빠른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 등(2001,2002)은 이러한 피질골 절단술과 함께 골내 고정원 (skeletal 

anchorage)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단순 치아의 움직임이 아닌 치아와 뼈를 

함께 포함 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하였고, 이를 치아이동의 치주 인대

적 현상 (periodontal ligament phenomena)을 골수 현상(bone marrow phenomena)

으로 유도 함으로써 치아를 포함 한 주위 골의 움직임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치아 자체의 이동만 일어날 경우의 해부학적 한계도 극복 할 수 있어, 

빠른 이동뿐 아니라 악 교정 수술의 필요성도 상당 부분 대체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질골 절단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의 장기적인 관찰은 새로운 

의문점을 제시 하는데, 특히 이전에 피질골 절단술을 받았던 환자의 부검이

나 신검에서와, 특히 3 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 (3D CT scan)의 보편화로 인해 

많은 환자를 관찰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환자의 움직인 치아 치근 

주위에 치조골의 광물질 소실(demineralization) 이 일어나며, 광물성분 재보급

(remineralization) 정도가 매우 다양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빠

른 치아 이동과 치아를 움직이고 난 후의 상황을, 치아와 치아를 둘러싼 골 

조직의 토막에 의한 이동만으로 설명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그 보다는 피

질골의 외과적 상처 후에 치유 과정으로 나타나는 RAP 기간 동안에 빠른 이

동이 일어난 것이라는 설명이 더 타당 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RAP 는, Frost (1989) 에 의해 골 조직에 외과적 상처를 줄 경우 상처 주위 골

조직의 bone turn over 를 빠르게 하며 국소적으로 골 밀도를 감소 시키는 현상

으로, 상처 주위 조직의 개조를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조직의 치

유 및 재형성을 빠르게 해주는 현상이라고 처음 보고 하였고, 이러한 RAP 

상황을 피질골 절단술이 아닌 치조골 활성술로 유도 하고, 이때 치아 이동을 

시도한 결과, 치아가 움직이기 위한 골 개조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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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이동도 빠르게 진행 되어 교정 치료기간을 단축 하였음을 Wilcko 

(1999,2001), Hajji (2000) 등이 보고 하였다. 

RAP 에 관한 보고 이전에 Brezniak (1993), Wasserstein (1993) 등은 치아 이동 

시 치근의 흡수가 골밀도가 조밀하고, avascular, aplastic 하며 더 넓은 백악질

을 갖는 골에서 잘 일어나며 이는 특히 성인에서 잘 일어날 수 있다 하였고, 

Rygh (1995), Brudvik 등 (1995)은 초자양 변성의 제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Goldie (1984)와 King 등 (1984)은 칼슘이 부족하고 골의 밀도가 떨어

진 골다공 상황을 유도한 쥐에서 60g 의 힘을 가했을 때 정상적인 쥐보다 훨

씬 빠른 치아 이동이 일어나고 치근 흡수가 감소함을 보고 하였는데, RAP 기

간중에 치아이동을 시도 할 경우 골 밀도 감소와 초자양 변성을 제거 하기 

위한 골 재개조 과정이 빨리 진행 되므로, 치아가 빠르게 이동해도 치근 흡

수와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홍 등(1995)은 상악골 협측 수평 골절단술을 동반한 악교정 수술 직후 교정

력을 가할 때 일반적인 치아 이동과는 다르게 골 개조 및 초자양 변성 및 치

근 흡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착안 하여, 고양이를 이용한 실험을 통

해 골절단술 직후 교정력을 가할 때 압박 측의 치조골 면을 따라 나타나는 

파골 세포의 수가 증가 하고 압박 측의 초자양 변성 정도가 경미하고 견인 

측의 신생골 형성이 보다 균일 하며 대조군에 비해 다소 증가된 양상으로 뚜

렷한 휴지선이 관찰되고, 치근의 흡수는 관찰 되지 않았음을 보고 하였다. 

Yaffe (1994)는 사람에서 RAP 가 외과적 상처를 받은 후 수일 이내에 일어나

며, 상처 받은 1-2 달 후 최고에 달하고 최소 6 개월 에서 24 개월 까지 지속 

된다고 하였다. RAP 의 초기에는 광물질 소실이 일어나고 이어 proton pump

와 parathyroid hormon, prostaglandins 등이 관여 하여 파골 세포 활동이 증가함

에 따라 피질골의 골 다공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겪은 후 골 의 광물성분 재

보급 과정과 함께 사라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decalcified bone matrix 와 BMP, 

rhBMP-2 등이 관여 한다고 보고 하였다. 

피질골 활성화 술식에 관해, Wilcko (1999,2001) 는 피질골 절단술을 동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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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한 경우에서, 교정 치료가 끝난 후 치근의 융기부분을 덮는 골, 특히 치

아가 움직인 방향의 치근을 덮고 있는 골이 소실 되어있는 것을 관찰 하였고, 

이와 같은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정 치료가 끝난 치근의 융기 위로 신

생골이 유도 되도록 하는 시도를 하기 위해 다양한 이식 재료를 적용 하여 

시간이 지난 후 환자 자신의 골 조직으로 대체 되도록 유도 하였다. 이를 위

하여 피질골에 다양한 형태의 구(groove) 와 천공(perforation) 을 주어 출혈 점

을 형성 하고, 안쪽의 좀더 부드러운  medullary bone 과 연결 (communication) 

시켜 줌으로써 medullary bone 으로부터 새로운 혈관과 다능성 세포들

(pluriopotential cell)이 피질판 쪽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이 세포들이 

낡은 골을 제거하고 새로운 골을 형성함으로써 피질판을 좀더 활력있게 하고 

치아를 이동 시키기 위해 가하는 힘에 적절히 잘 반응 하도록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치조골 의 활성화에 의해 피질판이 빠르게 개조되고 치근이 골내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Wilcko (1999,2001)에 의한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한 후 8 주간 

교정력을 가하고 관찰 한 결과 피질골 활성화를 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빠른 치아 이동을 보였는데, 성견의 입안에 교정 장치가 자주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아 이동 속도의 차이를 정확히 규명 하기는 쉽지 않지만, 

8 주 기간 동안 3-4 배의 치아 이동이 빠르다는 이전의 임상적 보고와 같은 

유사한 결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치아의 이동 양상 또한 피질골 활성화를 

행하지 않은 군에서는 초기 치주 인대의 압박에 의한 치아 이동이 일어난 후 

일정기간 움직이지 않은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초자양 변성이 일어나고 이 

초자양 변성이 제거 되는 동안 치아가 움직이지 않는 기간으로 생각 되고, 

그러한 기간이 경과 한 후 실험군 보다는 많지 않지만 일정한 치아 이동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한 실험군 에서는 

대조군의 초자양 변성이 제거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기간에도 상당히 빠른 치

아 이동이 일어 났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의 많은 보고에서 지적한 대

로 피질골의 상처 치유 기간 중에 주위 조직의 골 재 개조 과정과 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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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빠르게 진행 됨에 따라 초자양 변성이 빠르게 제거 된다는 보고와 거

의 일치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제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하고 2 주와 4 주 치아 이동을 시킨 조직학적 소견

에서도, 압박측에서 초자양 변성등 치아의 이동을 방해 하는 요소가 관찰 되

지 않았으며 증가된 파골 세포 수와 파골 세포가 활성화 된 상태의 소견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이전의 골 개조 과정이 촉진 된다는 보고와 일

치 한다 하겠다. 

흥미로운 사실은, 발치만 하고 치아이동을 시도 하지 않은 경우와, 피질골 활

성화 후 치아이동을 시키고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차 치아이동을 시도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피질골 활성화 후 6 개월 경과 후 치아 이동을 시도 한 

경우의 세포들이 훨씬 덜 발달 된 세포 기질을 포함 하고 있으며, 치근막내  

섬유아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소 되어 있고, 많은 두꺼운 주 교원 섬유를 포

함하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이는 실제 임상에서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하거나 악교정 수술 후, 특히 상 하악골 전방 분절골 절단술 

(anterior segmental osteotomy)과 같은 술식을 시행 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거

나, 전방부 치아를 뒤로 견인 하는 경우에서, 남아 있는 적은 양의 공간을 폐

쇄할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한 다음부터 오히려 치아이동이 느리게 일어나면

서, 뼈의 성질이 조밀해 지거나 더 오래된 골로 변한 것과 같은 경험을 설명

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만약 이러한 가정하에서, 피질골에 어떠한 술식을 가했을 때 초기 치아이동

은 빠르게 나타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오히려 치아 이동이 더 

느리게 진행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술식을 피질

골에 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얼마의 시간 안에 치아 이동을 시도 하고, 그리

고 얼마의 시간이 경과 한 후에 오히려 주위 골의 성질이 변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임상에서 하여야 할 추가적인 술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Wilcko (1999,2001) 가 제

안한 타가 이식 재료는 주위 골의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한 



 

 

 

 

 

 

 

 

 

18 

치아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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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피질골에 인위적인 술식을 가하여 빠른 치아 이동을 도모하는 방법중에 피질

골 절단술이 아닌, Wilcko 가 제안한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하고 치아 이동을 

시킨 경우와, 통상적인 치아 이동을 시킨 경우의 치아 이동 속도를 비교 하

고자, 성견 ( beagle dog )을 이용 하여 제 2 소구치 발치를 시행하고 4 주를 기

다린 다음 Wilcko 에 의해 소개된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한 후 8 주간 교정

력을 가한 경우와, 아무런 술식도 가하지 않고 8 주간 교정력을 가한 경우의 

치아 이동량을 비교 측정 하였으며, 이러한 피질골 활성화 후 나타나는 치아 

주위 조직의 조직학적 미세 구조 관찰을 위하여, 제 2 소구치 발치만 시행 한 

경우와,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한 후 각각 2 주, 4 주 동안 교정력을 가해 치아 

이동을 시킨 경우, 그리고 8 주간 교정력을 가해 치아 이동을 시키고 6 개월 

경과 후 다시 교정력을 가한 경우를, LM semi thin section 과 EM 을 통하여 비

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4.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후 교정력을 가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

해 교정력을 가한 8 주 기간 동안 빠른 치아 이동이 일어났다. 

 

5.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후 각각 2 주와 4 주 동안 교정력을 가한 

경우에, 발치만 시행 한 경우보다 증가된 세포 활성도가 관찰 되

었다. 

 

6.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 후 교정력을 가하고 6 개월이 경과 한 후 

다시 교정력을 가한 경우, 발치만 시행 한 경우보다 오히려 낮은 

세포 활성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피질골 활성화 후 교정력을 적용하면 초기에 빠른 

치아 이동을 보이지만, 피질골 활성화를 시행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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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교정력을 가해 치아 이동을 시도할 때, 오히려 주위 골 조직의 세포 활

성도가 발치만 시행한 경우 보다 떨어지는 점이 관찰 되었다. 

빠른 치아 이동을 위해 피질골에 어떠한 형태의 조작을 가할 경우, 초기 변

화 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주위 골 조직의 변화와 세포 반응, 그

리고 이러한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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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OF FIGURES 
 
Fig 12. Light (a, b) and electron micrographs (c, d) of the mesial periodontal tissue in the 
control.  a. A multinuclear osteoclast (OC) with ruffled border (RB) is rarely observed 
between bone lining cells (BLC) that have a dark nucleus and show flattened features on 
the surface of the alveolar bone (B).  b. Cementoblasts (CB) are situated on the surface 
of clear cementoid (arrows) beneath the cementum (C). Many cementoblasts and 
fibroblasts possess the clear nucleoplasm.  c. The periodontium includes the dense 
collagen network consisting of longitudinal (LF) and vertical fibers (VF), and the 
fibroblasts and a blood vessel (BV) intervene between the intermingled collagen 
fibers.  d. Higher magnification of the boxed area in c.  A fibroblasts includes rough-
surfaced endoplasmic reticulum (rER) and vesicles (V). FB fibroblasts, P periodontium, 
* artificial gaps. 
 
Fig 13. Light (a, b) and electron micrographs (c, d) of the mesial periodontal tissue 2 
weeks after tooth movement with corticotomy.  a. Numerous multinuclear osteoclasts 
(arrowheads) appear on the surface of the alveolar bone (B).  b. Cementoblasts (CB) are  
situated on the surface of clear cementoid (*) beneath the cementum (C).  Note the 
Sharpey's fibers (arrows) penetrating the cementum.  c. A multinuclear osteoclast 
develops the ruffled border.  d. Higher magnification of the boxed area in c.  Numerous 
vesicles (Ve) and vacuoles (Va) are observed in the cytoplasm.  D dentin, Periodontium, 
RB ruffled border. 
 
Fig. 14. Light (a, b) and electron micrographs (c, d) of the distal periodontal tissue 2 
weeks after tooth movement with corticotomy.  a. Cementoblasts (CB) are situated on 
the surface of clear cementoid (*) beneath the cementum (C).  b. Osteoblasts 
(arrowheads) are arranged on the surface of clear osteoid beneath the alveolar bone 
(B).  c. The fibroblasts possess developed cell organelles such as rough-surfaced 
endoplasmic reticulum (rER).  d. The osteoblasts (OB) show cuboidal features and 
possess well- developed rER.  BV blood vessels, O osteoid, OS osteocyte, P 
periodontium, S Sharpey's fiber. 
 
Fig. 15. Light (a, b) and electron micrographs (c, d) of the mesial periodontal tissue 4 
weeks after tooth movement with corticotomy.  a. Numerous multinuclear osteoclasts 
(arrowheads) remain on the surface of the alveolar bone.  b. Cementoblasts (CB) are 
situated on the surface of clear cementoid (*) beneath the cementum (C).  Note the 
numerous fibloblasts (FB) in the periodontium.  c. A multinuclear osteoclast devel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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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ffled border.  d. Higher magnification of the boxed area in c. Numerous 
mitochondria (Mt), vesicles (Ve) and vacuoles (Va) are observed in the cytoplasm.  B 
alveolar bone, P periodontium, RB ruffled border. 
 
Fig. 16. Light (a) and electron micrographs (b) of the distal periodontal tissue 4 weeks 
after tooth movement with corticotomy.  a. Fibloblasts with prominent nucleoli increased 
in number in the periodontium.  b. Fibroblasts possess relatively developed cell 
organelles.  CB cementoblasts, FB fibroblasts, P periodontium, * cementoid. 
 
Fig. 17. Light (a, b) and electron micrographs (c, d) of the mesial periodontal tissue 6 
months after tooth movement with corticotomy during 8 weeks.  a, b. The fibroblasts are 
considerably decreased in number throughout the periodontium.  c. The periodontium 
includes numerous thick principle collagen fibers (*), and the fibroblasts intervene 
between them.  d. Higher magnification of the boxed area in c.  A fibroblasts includes 
not-developed organelles.  EC endothelial cells, FB fibroblasts, P periodon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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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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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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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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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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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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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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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ed by Professor  Young- Kyu Ryu) 
 
Of the procedures to fasten tooth movement by intentional manipulation in cortical bone, 
cortical activation procedure, used in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s of cortical activation 
on orthodontic tooth movement and surrounding bony tissue. In adult beagle dogs, we 
first extracted both upper and lower four second bicuspid, and waited another 4 week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extraction and bone healing on tooth movement. On the right 
side of upper and lower jaw a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 performed cortical 
activation procedure with #2 round bur after retracting mucoperiosteal flap. We were 
careful not to perforate the cortical plate as recommended by Wilcko. And then, we 
applied 150g of simple tipping force by NiTi coil spring to move the third bicuspids 
forward on upper jaw in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On lower jaw, with a .019 
X .025 S.S. guiding wire and .022 bracket, the same 150g of force by NiTi coil spring 
was also applied. With a digital vernier caliper, we measured the amount of tooth 
movement every week for 8 weeks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of tooth movemen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For the observation of histologic micro structural changes of surrounding periodontal 
tissue and bone after cortical activation, we extracted second bicuspids and waited four 
week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extraction and bone healing on tooth movement. We 
performed the same cortical activation procedure and applied 150g of simple tipping 
force by NiTi coil spring to move the third bicuspids forward . 
We compared 4 cases respectively. The first one underwent tooth extraction only without 
any experimental procedure and was sacrificed 6 weeks later after extraction. The 
second and the third one underwent two weeks and four weeks of tooth movement after 
cortical activation respectively. The fourth animal underwent 2 weeks of tooth 
movement after 8 weeks of experimental procedure followed by 6 months of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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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experimental group that was applied with orthodontic force after cortical 

activation showed more rapid tooth movement during 8 weeks of periods 
compared to control group. 

 
2. The cases those applied with orthodontic force for 2 and 4 weeks respectively 

after cortical activation showed higher cellular activities compared to the case 
that underwent tooth extraction only without any experimental procedure. 

 
 

3. The case that underwent 2 weeks of tooth movement after 8 weeks of 
experimental procedure followed by 6 months of observation showed lower 
cellular activities compared to the case that underwent tooth extraction only 
without any experimental procedure. 

 
In summary, it is obvious that rapid initial tooth movement was apparent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orthodontic force after cortical activation. However, when we re-applied 
orthodontic force after certain period of time followed by cortical activation, the cellular 
activities of surrounding periodontal tissue became lower compared to those in the case 
that underwent tooth extraction only without any experimental procedure. 
Any intentional trial on cortical bone to fasten tooth movement needs more further study 
on both initial reaction and long term changes of surrounding tissue, bone and cellular 
responses as well as to minimize any undesirable chang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 cortical activation, mucoperiosteal flap, orthodontic force, rapid tooth 
movement, bone change, cellula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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