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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정중구개봉합과 익돌상악경계의 

3차원적 micro CT 분석 

 

<지도교수 :이 기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조 희 진 

 

상악 횡적 발육 부족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부정교합의 원인이다. 급속구개

확장(rapid palatal expansion, RPE)은 이러한 횡적 상악 부조화의 치료에 널리 

쓰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중구개봉합 및 익돌상악경계의 포괄적 삼차원적 형

태를 micro CT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72세-88세 사이의 8명(남성: 5명,

여성: 3명)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다음의 조건하에 micro CT(Skyscan 1076, 

Bruker MicroCT, Kontich, Belgium)촬영 하였다: isotropic voxel size 35μm, 

rotation step 0.050°,0.5mm thick aluminum filter,100kV,100μm, exposure 

474ms. 봉합의 복잡성은 정량적 방법(interdigitation index, obliteration index, 

overall obliteration number)을 통해 평가하였다. Interdigitation index는 정중구개

봉합, 구개상악봉합, 익돌구개봉합 순으로 각각 1.410.27, 1.470.41, 

1.440.42(평균표준편차)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보인다(P>0.05). Obliteration 

index는 구개상악봉합, 익돌구개봉합, 정중구개봉합 후방부 순으로0.410.22(P

≤0.05), 0.290.24, 0.260.12(P>0.05)이고 obliteration numbers per slice는 

정중구개봉합 중간부(9.004.3), 후방부(8.651.63), 구개상악봉합(6.6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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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5). 이 결과로 상악골, 구개골, 접형골을 포함하는 

영역의 높은 복잡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성인환자에서 구개를 확장할 시 나타나

는 저항성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micro CT 영상이 봉합의 부위별 유합

형태와 정도를 관찰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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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구개봉합과 익돌상악경계의 

3차원적 micro CT 분석 

 

 

<지도교수 :이 기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조 희 진 

 

 

I. 서론 

 

상악 횡적 발육 부족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부정교합의 원인이다. 급속구개 

확장(rapid palatal expansion, RPE)은 이러한 횡적 상악 부조화의 치료에 널리 

쓰인다(Kartalin 등, 2010; Christine 등, 2010). 청소년기 이전의 경우 이 방법이 

주로 쓰지만 성인의 경우 증가된 골의 두께와 봉합의 탄력성 저하로 RPE가 상악 

골격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surgically-assisted RPE(SARPE)를 이용하여 성인 환자에서 구치의 협측 

경사나 정출, 치근 흡수, 불안정성 등과 같은 부작용 없이 상악 횡적 발육 부족을 

치료한다. 또한 2010년 Lee등은 미니스크류를 고정원으로 이용하여 basal bone에 

확장력을 전달하여 성인에서 성공적인 비수술적인 구개확장 결과를 보여주었다(Lee 

등, 2010). 이처럼 청소년기가 지나면 비수술적인 방법은 효과 없어 수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 일치 이지만 이러한 의견에 의문을 가지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성인에서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를 이용해 

정중구개봉합의 성숙을 평가한 결과 나이는 성숙단계를 결정짓는 주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Angelieri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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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E의 주요한 목적은 상악 확장이지만 이는 상악골과 결합하는 주변 구조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RPE에 의한 다양한 봉합들의 폭경 증가를 CT로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봉합이 유의미한 폭경 증가를 보였지만 익돌상악봉합은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Ghoneima등, 2011). 익돌상악경계 내 봉합의 강력한 

결합(interdigitation)때문에 상악골의 수평적 변위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Melson, 

1982). 청소년과 성인 각각에서 RPE가 주변골에 미치는 스트레스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성인은 청소년보다 익상돌기(pterygoid process)의 lateral bending 정도가 

크고 받는 하중이 더 크다. 뼈의 탄력성이 적을수록 RPE시 cranial base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따라서 SARPE시 pteryomaxillary connection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Hoberg 등, 2006). 이와 같이 구개골은 전방으로 구개상악봉합으로 상악골과 

연결 되어 있으며, 후상방으로는 익돌구개봉합으로 접형골과 연결되어 익돌상악경계를 

이루며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오늘날까지 형태학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Persson 와 Thilander,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서 정중구개봉합과 익돌상악경계의 포괄적인 삼차원 

형태를 X-ray micro computed tomography(micro CT)를 이용하여 정량적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icro CT로 평가한 봉합구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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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연구실에서 8명(남성: 5명, 여성: 3명, 나이: 72-88세) 

의 시신로부터 상악골을 익돌상악경계를 포함하여 채취하였다(Fig 1). 골막과 연조직

을 박리한 후 4% formalin phosphate buffer(pH 7.4)에 저장한 후 정중구개봉합과 

익돌상악경계의 봉합전체 경로에 인접한 최소 5mm의 bone margin 을 포함한 검체 

표본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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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study area outlined on a dry skull. A and B, Axial views. 

Dotted line; midpalatal suture. Full line; pterygomaxillary junction. 

Different regions of interest are represented by the colors: green; 

midpalatal anterior, light red; midpalatal median, yellow; midpalatal 

posterior, blue; pterygoid plates of sphenoid bone. C, Lateral view. MB; 

maxillary bone, PB; palatine bone. LPP; lateral pterygoid plate, MPP; 

medial pterygoi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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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Micro CT 촬영 

 

검체를 상온(20도)에 2시간 동안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X-ray 조사선에 봉합의 

장축이 수직이 되도록 위치시키고 micro CT를 촬영하였다(Skyscan 1076, Bruker 

MicroCT, Kontich, Belgium). 촬영 조건은 다음과 같다: isotropic voxel size 35um, 

rotation step 0.050°, 0.5mm thick aluminum filter, 100kV, 100μA, exposure 

474ms. 이미지의 완전한 획득에는 정중구개봉합의 경우 2시간, 익돌상악경계의 경우 

1시간이 소요 되었다. 삼차원 영상 데이터세트는 대략 정중구개봉합의 경우 1450개, 

익돌상악경계의 경우 880개 micro CT 슬라이스(1,000 x 1,000 pixels)로 구성되었고 

NRecon(version 1.6.3.2, InstaRecon, Inc. Illinois, USA)를 이용하여 재구성 하였다. 

이미지는 CT-Analyzer(version 1,11,8,0, Bruker/Skyscan MicroCT, Kontich, 

Belgium)와 CT-Vox 소프트웨어(version 3,3,0, Bruker/Skyscan MicroCT, 

Kontich, Belgium)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나. 예비검사(비탈회 표본의 조직학적 처리) 

 

Micro CT 이미지가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한 해상도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

비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를 위해 micro CT 촬영 후 비탈회 골조직에 대한 조직학

적 처리 방법(Donach 와 Breuner, 1982)에 따라 표본을 준비하였다. 탈수 과정 후

에, 샘플을 glycol methacrylate resin(Technovit 7200 VLC, Kulzer, Wehrheim, 

Germany)에 매몰하였다. Donath 와 Breuner 의 미세절편기법에 따라 두께가 35um

인 18개의 시편(midpalatal suture coronal section: 9개, pterygomaxillary suture 

axial plane: 9개)을 얻어 Sanderson의 Rapid Bone Stain(Dorn&Hart Microede, 

Inc., Loxley, USA) 염색하였다. 조직학적 절편에 대한 관심 부위는 다음 기준에 따

라 정의 되었다. 정중구개봉합은 anatomical landmark(Mann 등, 1987)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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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rior (anterior nasal spine – posterior border of incisive foramen) 2) median 

(posterior border of incisive foramen-transverse palatine suture) 3) posterior 

(transverse palatine suture-posterior nasal spine) 로 분류하였다. 익돌상악경계는 

cephalocaudal axis 를 기준으로 1) upper 2) middle 3) lower로 나누었다. 

 그 다음 모든 조직 슬라이드는 디지털 방식(Pannoramic250 Flash 3, 3D Histech 

Ltd., Budapest, Hungary)으로 스캔하고 Case Viewer 소프트웨어(version 2.0, 3D 

Histech Ltd., Budapest, Hungary)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검증 목적으로 동일한 

조직학 슬라이드에서 얻은 micro CT영상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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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liminary study (Histological sections and its corresponding micro CT 

coronal and axial projections for midpalatal suture and pterygomaxillary 

junction). A, B and C, midpalatal anterior, median and posterior sutures. 

D, E and F, palatomaxillary and pterygopalatine sutures lower, median 

and upper thirds. <red arrow: palatomaxillary suture, yellow arrow: 

pterygopalatal s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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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합의 형태학적 평가 

 

CT-Analyzer(version 1.11.8.0, Bruker/Skyscan MicroCT, Kontich, Belgium)를 

이용하여 봉합부위를 분할하고 CT-Vox 소프트웨어로 봉합과 검체 부피를 재구성하

여 전체 봉합 구조의 삼차원 mapping을 수행하였다.  

정량 분석을 하기 전에 DataViewer 소프트웨어(Bruker/Skyscan MicroCT, 

Kontich, Belgium)를 사용하여 봉합의 장축을 시상평면에 정렬하여 관상면슬라이스

와 축의 슬라이스가 정중구개봉합 및 익돌상악경계의 시각화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CT-Analyzer 소프트웨어(version 1.11.8.0, Bruker/Skyscan MicroCT, Kontich, 

Belgium)에서 global fixed threshold method를 통해 이미지 정량분석을 하였다. 

Global fixed threshold method는 숙련된 관찰자가 봉합의 이진화 분화 이미지와 원

래의 grayscale 이미지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결정한다. 그런 다음 각각의 슬라이스 

마다 interdigitation index, obliteration index, overall obliteration number를 구하

여 봉합 형태 복잡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였다. Interdigitation index [ratio]는 직선

거리인 linear sutural distance의 비율에 대한 palate roof로부터 sinus floor까지 구

불구불한 봉합의 총 길이인 total suture length 의 비율이다(Korbmcher 등, 2007). 

Obliteration index[In percentage]는 total suture length에 대한 obliterated 된 봉

합 부(양측 골이 bony bridge로 연결)길이의 비율이다 (Person 와 Thilander, 1997; 

Wehrbein 와 Yildizhan, 2001). Overall obliteration number는 봉합의 주경로에서 

관찰 할 수 있는 obliteration을 보이는 bony bridge의 총 개수 이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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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zation in the frontal plane from the midpalatal suture. A, 

Interdigitation index= TSD/LSD (N: nasal side, O: oral side, LSD: Linear 

Suture Length, TSD <arrows>: Total Suture Length) B, Obliteration 

index= OSL/TSL (OSL : Obliterated Suture Length < bony bridges at the 

arrows>) 

 

3. 통계 처리 

 

통계 분석을 위해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2.0 프로그

램(SPSS Inc., Chicago, USA)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P<0.05 수준으로 통계처리 하

였다. 계측치 측정에 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샘플의 30%를 2주 간격으로 재측

정 하였다.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으로 reliability를 테스트 한 결

과 0.78 이상으로 조사자간 일치도가 높았다. 샘플의 normality와 homogenicity은 

Koimogorov-Smirnov 및 Shapiro-Wilk test로 평가하고 그룹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ANOVA/Turkey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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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Micro CT 이미지의 정확도 평가 및 삼차원적 재구성 

 

예비 검사를 수행하여 micro CT 이미지의 정확성을 평가 하였다(Fig 3). Micro 

CT 이미지에서 골화된 경계뿐 아니라 골화 되지 않은 봉합부 조직의 형태도 정확히 

볼 수 있다. 정중구개봉합은 전방부에서 후방부로 갈수록 넓고 다소 구불구불한 경로

가 점차적으로 얽히고 서로 맞물린 형태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봉합부

의 결합조직은 전반적으로 균일한 배향을 나타내며 전방부에서 후방으로 갈수록 점차

적으로 좁아진다. 익돌상악경계에서 구개골은 전방으로는 상악골, 후방으로는 접형골

과 각각 구불구불한 관절면을 이루고 있다. 구개상악봉합과 익돌구개봉합은 모두 불

규칙하고 단단한 접촉을 보이면서 구개골, 상악골, 접형골 사이의 긴밀하고 다소 복잡

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Fig 4와 Fig 5는 정중구개봉합, 구개상악봉합, 익돌구개봉

합의 삼차원 재구성을 나타낸다. 정중구개봉합의 45도 및 축방향의 복잡성은 높고

(Fig 4) 전방부에서 후방부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interdigitation zone을 확

인 할 수 있다(Fig 4). 구개상악봉합과 익돌구개봉합의 다소 복잡한 구조도 명확하게 

나타난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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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 of the midpalatal suture. Grey, 

bone tissue outline. Green, soft tissue outline of the midpalatal suture.  

A and B, Midpalatal suture in 45°and axial views, respectively. C, 

midpalatal anterior section. D, midpalatal median section and E, 

midpalatal posterio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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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 of the pterygomaxillary junction. 

Grey, bone tissue outline. Red, soft tissue outline of the palatomaxillary 

suture. Blue, soft tissue outline of the pterygopalatine suture. A, Lateral 

view. B, Axial view. 

 

 

2. 정량적 평가 (Quantitative assessment) 

 

Interdigitation index, obliteration index, overall obliteration number 에 대한결

과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정중구개봉합, 구개상악봉합, 익돌구개봉합 에서 각각 

의 평균값은 1.410.27, 1.470.41, 1.440.42 이다. 정중구개봉합의 중간부위가 가

장 큰 interdigitation index(1.570.28)를 보이지만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봉합에서 골의 융합 정도를 나타내는 obliteration index는 구개상

악봉합(0.410.22)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5), 다음으로 익돌구개봉합

(0.290.24), 정중구개봉합 후방부(0.260.12)순이다(P>0.05). 슬라이스 당 

obliteration number는 정중구개봉합의 중간부위, 후방부위, 구개상악봉합에서 각각 

9.004.3, 8.651.63, 6.683.43로 유의하게 많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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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ntitative morphologic measurements (mean  SD) of midpalatal 

suture, and pterygomaxillary junction 

sutures Interdigitation 

index 

Obliteration 

Index[%] 

Obliterations 

per slice 

Midpalatal suture 1.410.27 a 0.170.13 a 7.013,89ab 

Midpalatal anterior region 1.180.10 a 0.100.10 a 3.382.34 a 

Midpalatal median region 1.570.28 a 0.160.12 a 9.004.34b 

Midpalatal posterior region 1.480.27 a 0.260.12 ab 8.651.63b 

Palatomaxillary suture 1.470.41 a 0.410.22 b 6.683.43ab 

Pterygopalatal suture 1.440.42 a 0.290.24 ab 3.782.28 a 

Each column presents an independent result for ANOVA/ Tukey.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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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정중구개봉합의 중간부위

(1.570.28), 후방부(1.480.27), 구개상악봉합(1.470.41) 에서 높은 

interdigitationindex값을 보였다. Melson 와 Melson(1982)은 시신(신생아-27세)에서 

palatomaxillary region의 출생 후 발달을 조사하였고 구개골은 안면골인 상악골과 전

방에서 관절을 이루면서 후방에서는 두개골인 접형골과 관절을 이루며 두가지 유형 

성장 패턴 사이에서 경계부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Melson 와

Melson, 1982). 또한 성인에서 조직학적인 검사결과 봉합 사이에서 많은 bone 

bridge 를 관찰하고 구개골을 둘러싸는 heavy interdigitation이 상악골의 수직 및 수

평 이동에 의해 증가한 저항성의 원인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 했다. 그 당시 Melson 와 Melson 의 연구는 pterygomaxillary region에 

대한 최초의 조직학적 연구였고, 30년이 지난 현재, 본 연구는 동일부위의 최초의 

micro CT 분석이다. 

Sutural obliteration과 synostosis 기전은 혈관, 호르몬, 유전, 기계적 그리고 국소

적 요인 같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Persson 등, 1978).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봉합의 폐쇄가 성장의 완료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다. 

이전의 많은 조직학적 연구와 방사선적인 연구는 15세 경 정중구개봉합이 닫힌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반한다. Persson 와 Thilander(1977)의 연구에서는 30대 에서도 

괄목할 만한 수준의 obliteration을 보이지 않았다. Wehrbein 와 Yildizhan (2001)에 

의해 평가된 10명 중 9명(18세-38세)은 5%미만을 나타내었고 평균 obliteration 

index는 1.35 였다. 그 후 18세-63세의 시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4세의 사체가 

가장 높은(13.1%) 정중구개봉합의 obliteration index를 보였다(Knaup 등, 2004). 

Korbmacher(2007)는 정중구개봉합을 micro C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anterior, 

median, posterior 각각의 obliteration index는 0.57, 1.75, 1.67 이었다. 가장 높은 

값인 7.3은 44세 남성 시신에서 보였고 interdigitation 정도는 나이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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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70-80대의 노령화된 시신에서 검체를 수집하였고 구개상악봉합 에서 

가장 높은 obliteration index(41%)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성장의 완료가 필

연적으로 봉합부의 fusion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구개상악봉합의 높은 obliteration index 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SARPE시 pterygomaxillary disjunction (PMD)의 필요성 유무(Sangsari 등,2016)

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한다. Wehrbein and Yildizhan(2001)은 정중구개 봉합의 

obliteration은 모든 연구대상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므로 실제의 성인에서 RPE 

치료시 주 저항의 원인은 정중구개봉합이 아니라 상악골의 탄력성 저하와 상악골 주

변의 다른 봉합의 heavy interdigitation이라고 주장 하였다. 지금까지 RPE가 

craniofacial skeleton에 미치는 힘의 분산과 변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비슷

한 연구에서 surgically assisted RPE치료 시 craniofacial skeleton의 다양한 봉합과 

깊은 구조물에 대한 가해지는 힘에 대해 분석하고 PMD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Gautam등, 2007). 외과의사가 SARPE시에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pterygoid 

plate의 분리 여부이다(Northway등, 1997). 외과의사가 PMD시에 curved chisel 

technique를 이용하는데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어 손의 감각을 이용 해야 

하므로 주변의 복잡한 혈관구조의 손상 위험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PMD를 꺼려한다

(Kanazawa 등, 2013). 그럼에도 과도한 저항에 의한 두개골에서의 부작용을 방지하

기 위해 PMD의 필요성을 주장(Holberg 등, 2007)하고 특히 치주적인 문제를 가진 

환자에서는 필수라고 주장한다(Antonios 등, 2014). 이와 같이 임상적 중요성을 가

진 해부학포인트임에도 불구 하고 자세한 형태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 micro CT 분석법의 발전으로 포괄적인 형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Micro CT는 신뢰할 수 있는 정량 방법을 가능하게 하여 뼈의 미세구조를 정량화하

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Bouxsein 등, 2010). 비파괴적인 방법인 micro CT의 사

용으로 이전의 입체 모델의 필요성(Hildebrand 등, 1989)이 줄어 들었으며 포괄적인 

삼차원 분석(Feldkamp 등, 1989)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micro CT의 적용이 점

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수집, 이미지 처리 및 분석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이전 연구(Bouxsein 등, 2010)에서 얻은 결과와의 일치성에 기여한다. 뼈 형태학 분

석의 핵심은 뼈 외곽선의 정확한 이미지 표현이며 그것은 image thres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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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Rajagopalan 등, 2005)과 직결된다. 이 단계에서 실수는 최종 결과에 신

뢰성에 문제를 일으키므로 micro CT분석에서 thresholding method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Micro CT이미지의 정확성은 이차원 조직형태학적 측정 결과

와 비교에 의해 결정 되었다(Particelli 등, 2012; Tassani 등, 2014). 본연구에서는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검증 방법을 채택하였다. Micro CT를 이용한 

정중구개봉합의 정량분석을 연구하는 이전의 연구(Korbmacher 등, 2007)는 있었지

만 본 연구가 봉합의 구조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한데 비해 이전의 연구는 표

본 당 7-9 개의 단면만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몇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이 연구는 노인 피험자만 다루기 때문에 

이전 연구 결과와의 데이터 비교는 주의깊게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성

인에서의 봉합 형태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 피험자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룹간 비교를 위해 다양한 연령의 피험자에 대한 앞

으로의 연구도 필요하다. 두번째 고려사항은 본 연구가 숙련된 관찰자에 의해 수동으

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한계점은 이전 관찰자의 보정을 통해 극복되었

지만 연구의 재현성의 높이고 한 표본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평균 20시간)을 줄

이기 위해 반자동 평가법의 개발이 필요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술식보다 비침습적

인  PMD 술식 개발을 위해 익돌상악봉합의 더 정교한 위치별 형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성인환자에서 상악골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저항성에 

pterygomaxillary region의 역할을 제시하고 또한 micro CT가 봉합 형태를 삼차원

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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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72세에서 88세 사이의 8명(남성: 5명, 여성: 3명)에서 추출한 검체에서 

정중구개봉합 및 익돌상악경계의 포괄적 삼차원적 형태를 micro CT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중구개봉합의 중간부위가 가장 큰 interdigitation index(1.570.28)를 

보이지만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2. obliteration index는 구개상악봉합(0.410.22)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5), 

다음으로 익돌구개봉합(0.290.24), 정중구개봉합 후방부(0.260.12)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05). 

 

3. obliteration numbers per slice는 정중구개봉합 중간부(9.004.3), 

후방부(8.651.63), 구개상악봉합(6.683.43)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micro CT로 관찰한 익돌상악경계의 복잡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정중구개봉합의 더 많은 단면을 포괄적으로 관찰 

함으로써 부위별 유합의 형태와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18 

 

참고문헌 

 

Angelier iF, Franch L, Cevidanes HS, Goncalves JR, Nieri M, Wolford 

LM,Mcnamara Jr. JA. Cone beam tomography evaluation of midpalatal 

suture maturation in adults. Int.J.Oral Maxillofac.Surg.2017;46(12):1557-

1561 

Bouxsein ML, Boyd SK, Christiansen BA, Guldberg RE, Jepsen KJ, Muller R. 

2010.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bone microstructure in rodents using 

micro-computed tomography. J Bone Miner Res. 25(7):1468-1486. 

Christie KF, Boucher N, Chung CH. 2010 Effect of bonded rapid palatal 

expansion on the transverse dimensions of the maxilla : a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stud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37(4):S79-85 

Daniels DL, Mark LP, Ulmer JL, Mafee MF, McDaniel J, Shah NC, Erickson S, 

Sether LA, Jaradeh SS. 1998. Osseous anatomy of the pterygopalatine 

fossa. AJNR. 19(8):1423-1432. 

Donath K, Breuner G. 1982. A method for the study of undecalcified bones and 

teeth with attached soft tissues. The sage-schliff (sawing and grinding) 

technique. J Oral Pathol. 11(4):318-326. 

Feldkamp LA, Goldstein SA, Parfitt AM, Jesion G, Kleerekoper M. 1989. The 

direct examination of three-dimensional bone architecture in vitro by 

computed tomography. J Bone Miner Res. 4(1):3-11. 

Gautam P, Valiathan A, Raviraj A. 2007. Stress and displacement patterns in the 

craniofacial skeleton with rapid maxillary expansion : A finite element 

method stud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2007;132(1):5.e1-5.e11 



19 

 

Ghoneima A, Ezzat A, James H, Ashraf E, Ayman K, Katherine K. 2011.Effect of 

rapid maxillary expansion on the cranial and circummaxillary suture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11;140(4):510-9. 

Hangartner TN. 2007. Thresholding technique for accurate analysis of density 

and geometry in qct, pqct and microct images. Journal of musculoskeletal 

& neuronal interactions. 7(1):9-16. 

Hildebrand T, Laib A, Muller R, Dequeker J, Ruegsegger P. 1999. Direct three-

dimensional morphometric analysis of human cancellous bone: 

Microstructural data from spine, femur, iliac crest, and calcaneus. J Bone 

Miner Res. 14(7):1167-1174. 

Holberg C, Steinhauser S, Rudzki I . Sugically assisted rapid maxillary expansion: 

Midpalatal and cranial stress distribution.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7;132:776-82 

Holberg C, Rudzli I. Stressed at the Cranial Base Induced by Rapid Maxillary 

Expansion. Angle Orthod 2006;76(4):543-550 

Isaacson RJ, Ingram AH. 1964. Forces produced by rapid maxillary expansion. Ii. 

Forces present during treatment. Angle Orthod. 34(4):261-270. 

Kanazawa T, Kuroyanagi N, Miyachi H: Factors predictive of pterygoid process 

fractures after pterygomaxillary separation without using an osteotome 

in LeFort l osteotomy. Oral Med Oral Pathol Oral Radiol.  

2013;115(3):310 

Kartalin A, Gohl E, Adamian M, Enciso R.2010 Cone-beam computerized 

tomography evaluation of the maxillary dentoskeltal complex after rapid 

palatla expansion. Am  J Orthod. 138(4):486-92. 



20 

 

Knaup B, Yildizhan F, Wehrbein H. 2004. Age-related changes in the midpalatal 

suture. A histomorphometric study. J Orofac Orthop. 65(6):467-474. 

Kokich VG. 1976. Age changes in the human frontozygomatic suture from 20 to 

95 years. Am J Orthod. 69(4):411-430. 

Korbmacher H, Schilling A, Puschel K, Amling M, Kahl-Nieke B. 2007. Age-

dependent three-dimensional microcomputed tomography analysis of the 

human midpalatal suture. J Orofac Orthop. 68(5):364-376. 

Lee KJ, Park YC, Park JY, Hwang WS. 2010. Miniscrew-assisted nonsurgical 

palatal expansion before orthognathic surgery for a patient with severe 

mandibular prognathism.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37(6):830-

839. 

Mann RW, Symes SA, Bass WM. 1987. Maxillary suture obliteration: Aging the 

human skeleton based on intact or fragmentary maxilla. J Forensic Sci. 

32(1):148-157. 

Melsen B. 1975. Palatal growth studied on human autopsy material. A histologic 

microradiographic study. Am J Orthod. 68(1):42-54. 

Melsen B, Melsen F. 1982. The postnatal development of the palatomaxillary 

region studied on human autopsy material. Am J Orthod. 82(4):329-342. 

N'Guyen T, Ayral X, Vacher C. 2008. Radiographic and microscopic anatomy of 

the mid-palatal suture in the elderly. Surg Radiol Anat. 30(1):65-68. 

Northway WM, Meade JB, Jr. Sugically assisted rapid maxiallry expansion: a 

comparison of technique,response and stability. Angle Orthod. 

1997;67(4):309-20 



21 

 

Particelli F, Mecozzi L, Beraudi A, Montesi M, Baruffaldi F, Viceconti M. 2012. A 

comparison between micro-ct and histology for the evaluation of cortical 

bone: Effect of polymethylmethacrylate embedding on structural 

parameters. J Microsc. 245(3):302-310. 

Persson M, Magnusson BC, Thilander B. 1978. Sutural closure in rabbit and man: 

A morphological and histochemical study. J Anat. 125(Pt 2):313-321. 

Persson M, Thilander B. 1977. Palatal suture closure in man from 15 to 35 years 

of age. Am J Orthod. 72(1):42-52. 

Rajagopalan S, Lu L, Yaszemski MJ, Robb RA. 2005. Optimal segmentation of 

microcomputed tomographic images of porous tissue-engineering 

scaffolds.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A. 75(4):877-

887. 

Sangsari AH, Sadr P, Al-Dam A, Friedrich RE,Freymiller E, Rashad A. Sugiccaly 

assisted rapid palatomaxillary expansion with or without pterygomaillary 

disjunction: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J Oral Maxillofacial 

Surg 2016 ;74(2):338-348 

Stepanko LS, Lagravere MO. 2016. Sphenoid bone changes in rapid maxillary 

expansion assessed with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Korean J 

Orthod. 46(5):269-279. 

Stockmann P, Schlegel KA, Srour S, Neukam FW, Fenner M, Felszeghy E. 2009. 

Which region of the median palate is a suitable location of temporary 

orthodontic anchorage devices? A histomorphometric study on human 

cadavers aged 15-20 years. Clin Oral Implants Res. 20(3):306-312. 

Sygouros A, Motro M, Ugurlu F, Acar A. 2014. Sugically assisted rapid maxillary 

expansion: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evaluation of difficult 



22 

 

surgical techniques and their effects on the maxillary dentoskeletal 

complex.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2014;146(6):748-57. 

Tassani S, Korfiatis V, Matsopoulos GK. 2014. Influence of segmentation on 

micro-ct images of trabecular bone. J Microsc. 256(2):75-81. 

Wehrbein H, Yildizhan F. 2001. The mid-palatal suture in young adults. A 

radiological-histological investigation. Eur J Orthod. 23(2):105-114. 

Weibel ER. 1980. Stereological methods. London: Academic Press. 

Wertz RA. 1970. Skeletal and dental changes accompanying rapid midpalatal 

suture opening. Am J Orthod. 58(1):41-66. 

 

  



23 

 

Abstract 

 

 

Three-dimensional micro CT analysis of 

human midpalatal suture and pterygomaxillary junction 

 

Heejin CHO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ee-Joon Lee, D.D.S., Ph. D.) 

 

 

Transverse maxillary deficiency is a frequent component of malocclusions. 

RPE(Rapid Palatal Expension)is indicated for the treatment of it. Its effect is 

not limited to the midpalatal suture but is expected to affect circummaxillary 

sutur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comprehensive 

tridimensional morphological assessment of the human midpalatal suture and 

pterygomaxillary junction. Autopsy specimens extracted from eight 

subjects(5 male, 3 female), aged between 72 and 88 years, were scanned by 

means of a microcomputed tomography(micro CT) system (Skyscan 1076, 

Bruker MicroCT, Kontich, Belgium) under the following parameters: 

isotropic voxel size of 35 μm, rotation step of 0.50°, 0.5 mm thick 

aluminum filter, 100 kV, 100 μA and exposure of 474 ms.Sutural 

complexity was assessed by quantitative (interdigitation index, obl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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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and overall obliteration number) methods. The present results 

showed the high level of complexity of the midpalatal, palatomaxillary and 

pterygopalatine sutures, that presented an interdigitation index of 1.41  

0.27 (mean  SD), 1.47  0.41, and 1.44  0.42, respectively (P>0.05). The 

obliteration index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latomaxillary(0.41 ± 0.22) 

(P≤0.05), followed by pterygopalatine (0.29 ± 0.24), and midpalatal 

posterior (0.26 ± 0.12) sutures (P>0.05). And obliteration numbers per 

sli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idpalatal median(9.004.3), midpalatal 

posterior(8.651.63) and pterygopalatine suture(6.683.43)(P≤0.05). 

Analysis of these data suggests that due to its high complexity, the 

articulation area involving maxillary, palatine and sphenoid bones may play 

an important role on resistance to maxillary distraction procedures exerted 

in mature patients. Also, micro CT imaging is a potentially useful tool for a 

three-dimensional assessment of human sutural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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