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순구개열 Vol. 5, No.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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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 외과학교실

I.서론

지금까지 우리는 구개열 수복에 있어서 경구개 후 

연에서의 근육부착부를 박리, 재구성하는 수술방법 

을 써왔다. 구개열환자에 있어서 연구개부위의 근육 

들은 주행방향이 전후방향이며 경구개 후연에 근육 

이 부착하는 모양을 보여 정상구개와 다른 점을 보였 

다. 이러한 구개 열에 있어 부착된 근육들을 박리, 재 

구성함으로서 비정상적 구개근을 정상적으로 회복 

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정확한 기술이 부족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부학적, 문헌적 고찰을 통 

하여 연구개 근육조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구 

개 열 회복에 있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II. 문헌 고할

구개 건막(palatine aponeurosis) : 구개 건막은 연 

구개에 있어 유동성을 제공함과 함께 다른 연구개 근 

육들의 부착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구조이다.1'2) 구개 건막은 경 

구개 후방경계에서 후방 lcm 정도 뒤로 연장되는 다 

이아몬드 모양의 섬유성 조직으로 경구개의 비강, 구 

강쪽 경구개뼈를 덮고 있는 골막, 점막하 결합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건막은 양쪽 측방으로 

pterygoid hamulus 부위에서 구개 거근의 섬유막 및

그림 1.
AT： auditory tube, fT : fascia of Troltsch
SPF： salopingopalatine fascia, MU： musculi 
uvulae, PA： palatine aponeurosis
TP： tensor veli palatini, LP： levator palati
PH： pterygoid hamulus, PP： 
palatopharyngeus, SC： superior constrictor
SP： salpingopharyngeus

건과 연결되어 있다.(그림 1) 더 후방쪽으로는 구개 

건막은 인두의 내근막과 이관의 막부분을 형성하는 

Troltsch근막과 연결된다.

연구개 근육 : 연구개 근육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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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 그림 2-b 그림 2-c 그림 2-d

은 인두벽의 움직임과 연구개의 거상으로 인한 구개 

범인두 점막의 움직임을 통한 비인두 협부를 폐쇄하 

는 것이다. Skolnick（1973）등은 정상군과 구개열 환 

자군에서의 이러한 비인두 협부의 폐쇄에 관한 연구 

를 통하여 4가지 기본적 방식을 밝혀냈다/）첫 번째 

로 연구개와 후방 인두사이에 두정부방향으로 직선 

적으로 폐쇄되는 coronal type이 있다.（그림 2-a） 두 

번째는 시상방향 폐쇄 형태로 인두 측벽 이 과도히 움 

직여 폐쇄되는 형태이다.（그림 2-b） 세 번째는 원형 

형태로 연구개와 인두 측벽이 비슷한 정= 움직여 

폐쇄를 이루는 형태이고（그림 2-c） 마지막으로 인두 

후벽에 Passavant's ridge가 존재하여 괄약근 형태로 

폐쇄되는 형태이다.（그림 2-d） 위의 네가지 형태는 

모두 연구개의 거상 움직임과 인두의 내측 움직임을 

이 용 한 폐 쇄 형 태 이 다 . （Reproduced from 

Pharyngoplasty. J. Bardach, K.E. Slayer and I.T. 

Jackson. In Surgical Techniques in Cleft Lip and 

Palate, ed 2. by J. Bardach and K.E. Salyer, New 

York, 1991. Mosby）
연구개 근육은 기능적으로 나눌 때 연구개의 움직 

임이나 모양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근육들（구개거근, 

구개설근, 구개수근）이 있고, 인두의 측벽, 후벽을 움 

직이는데 기여하는 근육들（상인두수축근, 구개인두 

근, 이관인두근）이 있다. 구개긴장근의 경우는 연구 

개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견해와 그보다는 중이의 

aeration에 주로 관여한다는 견해도 있다.

구개긴장근 （Tensor veli palatini m.） : 구개긴장근 

은 접 형 골의 대 익 （greater wing）과 익 상돌기 

（pterygoid process）의 기저부, 그리고 eustachian 

tube의 전측방쪽 막성 벽에서 기시한다. 구개긴장근 

은 평편한 근육으로 익돌구 주변으로 둘러싸는 건쪽 

으로 좁아진다. 이 근육은 구개 건막과 연결되며 경 

구개뼈의 후방경계 및 반대쪽 구개건막과 합쳐진다. 

과거에 이 근육은 구개부를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를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관의 연골부위를 열어 중 

이내 압력과 대기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혀지고 있다. 4）（그림 3,4）

구개거근（Levator veli palatini） : 구개거근은 두개 

저에서 기시하여 musculi uvulae하방으로 sling을 만 

들며 연구개의 비강쪽을 지난다. 구개거근의 근섬유 

는 이 근육의 위쪽에 놓인 이관과 같이 주행하여 아 

래쪽으로 향한다. 구개거근의 일부 전방 근섬유는 구 

개 건막의 아래쪽 구강쪽면으로 주행하지만, 대부분 

의 근섬유들은 musculae uvulae 하방으로 주행하여 

sling을 만들며, 연구개의 약40% 정도의 부피를 차지 

한다.2） 양측 구개거근과 구개설근, 구개 인두근의 근 

섬유들이 이 런 muscular sling에서 서로 교차한다. 그 

러나, 구개거근의 근섬유는 목젖으로 직접적으로 주 

행하지는 않는다.

구개거근은 연구개의 거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 며 후방으로의 움직임 에도 관여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개 거상 움직임과 구음 발 

생과의 밀접한 관계는 육안적으로 뿐만 아니라 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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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4

기적으로도확인이 되었다.5>

구개설근（Palatoglossus） : 구개설근은 연구개에서 

혀의 배면쪽으로 주행하는 얇은 두 개의 막성 근섬유 

이다. 구개설근의 근섬유들은 구개거근의 주행방향 

과 반대로 구부러진 방향으로 주행한다. 따라서 양측 

성으로 존재하는 근육으로서 구개거근과 구개설근 

을 고려할 때 이들은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그림 5） 

양측에 놓인 구개설근과 구개거근은 연구개의 중앙 

부위에서 서로 모이기 때문에 구개설근은 반대측 구 

개거근과 반대작용을 한다.® 구개설근은 구개설근의 

근막이 설측근육들과 만나는 혀의 측방쪽에 부착하 

며, 연구개쪽으로는 반대측 근육섬유들끼 리 만나지 

는 않지만 연구개의 구강측 점막을 따라주행하여 부 

착한다. 구개 열을 경우에 있어서는 구개설근은 보통 

경구개뼈의 후연에 부착한다. （그림 6） 구개거근과 해 

부학적 위치에서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구개설근은

TP： tensor veli palatini PG： palatoglossus
PH： pterygoid hamulus
LP： levator veli palatini

그림 6
LM： levator palatini
TM： tensor veli palatini
UM： 니v니lus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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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

그림 7

SC： superior constrictor
PP： paiatopharyngeus

BU： buccinator
PMR： pterygomandibula raphe
TVP： tensor veli palatini

특히 비음 발생과 발음의 끝부분에서 연구개를 내리 

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연구개의 위치는 구개설근과 

구개거근 각각의 근긴장도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

구개수근육 (Musculi uvulae) : 구개수근육은 연구 

개 중앙부위 에 전후방향으로 놓여있는 두 개의 짧은 

근육이다. 두 근육사이에 비근육조직이 거의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종종 하나의 단일 근육으로 언급되기 

도 한다. 구개수근육은 구개건막의 비강측에서 기시 

하여 경구개 후연에 부착한다. Martin 등은 사체해부 

연구를 통해 구개건막의 구강측에서 기시하여 구개 

수의 구강측으로 주행하는 근육섬유들을 확인하였 

다.7) 그러나 구개수근육이 경구개 후연이나 후비극 

(posterior nasal spine)에서 기시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구개의 움직임 및 조음에 있어서 구개수의 기능은 

아직 논란이 많다. 최근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연구 

에서 구개수는 연구개 거상때 시상방향으로 연구개 

를 직선화 시키고, 구개거근이 변형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구개수는 

조음시에 두꺼워져 구개범인두 폐쇄에 기여하는 것 

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7)(그림 7,8)

상인두수축근(Superior constrictor m.) : 싱•인두수 

축근은 익돌구 상방에서 혀의 후방부에 이르는 광범 

위한 부분에서 기시한다. 기시부위가 광범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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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인두수축근은 각각의 기시부에 따라 4가지 부 

분으로 나뉘어 불리기도 하지만 부위이외의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다.(그림 9) 상인두수축근의 가장 상 

부(musculus pterygopharyngeus)는 익돌구에서 기 

시하며 근접한 내측익돌판에서도 종종 기시한다. 이 

부분 아래쪽으로 상인두수축근의 가장 많은 부분으 

로(musculus buccopharyngeus) 협근의 전체 후방경 

계와 소위 익돌하악봉선 (pterygomandibular raphe) 

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그림 10) 가장 아래쪽에는 

하악골의 악설골(mylohyoid)선 의 후방경 계 

(musculus mylopharyngeus)와 혀 의 후측방 

(musculus glossopharyngeus)에서 기시하며 이 부위 

의 근섬유들은 설골설근(hyoglossus)과 경동설근 

(styloglossus) 의 근섬유들과 서로 결합된다. 상인두 

수축근의 근섬유들은 후측방, 상방을 향하여 휘어져 

있으며 인두의 내측막이 두꺼워져 생긴 정중봉선에 

부착된다.

구개인두근(Palatopharyngeus m.) : 구개인두근은 

연구개의 후측방 경계에서부터 상인두의 정중봉선에 

부착하는 두 개의 얇은 근섬유이다.(그림 8, 9) 해부 

학적으로 구개인두근의 대부분의 근섬유는 수평면 

에서 약 30'정도의 각도를 이루며 주행하고 가장 상 

층의 근섬유는 거의 수평에 가까운 주행방향을 보인 

다.

이관인두근(Salpingopharyngeus m.) : 이관인두근 

은 이관에서 후인두와 후두로 주행하는 수직방향의 

근육속이다. 아래쪽에서 이관인두근의 근섬유는 인 

두갑상설골근(palatothyroideus)과 인두경돌설근 

(stylopharyngeus m.)과 결합한다.

연구개부위의 신경지배 : 경구개 및 연구개의 감각 

지배는 대부분 대구개신경과 소구개신경에 의해 이 

루어지며 절치공부위의 앞쪽 부위는 비구개신경 

(nasopalatine n.)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 

구개신경 및 소구개신경은 익구개와(pterygopalatine 

fossa)에서 삼차신경의 상악분지에서 기시하며 구개

그림 11
NPN： nasopalatine nerve
GPN： greater palatine n.
LPN： lesser palatine n.
IX： glossopharyngeal n.

관(palatine canal)을 통해 내려와 대구개신경과 소구 

개신경으로 나뉜다. 대구개신경은 경구개의 측방경 

계를 따라 주행하여 전치부에까지 이르며 경구개점 

막과 치은에 신경지배를 한다. 대구개신경은 대구개 

공안쪽에서 조그만 신경분지를 내며 이것은 경구개 

의 비강측과 비강의 측방벽의 하부에 신경지배를 담 

당한다. 소구개신경은 주로 연구개의 비강, 구강쪽과 

구개수의 신경지배를 담당한다. 비강측의 신경지배 

를 담당하는 신경가지는 구개건막과 연구개근육층 

을 뚫고 점막에 도달한다. 인두부위 점막의 신경지배 

는 보통 설인신경 (glossopharyngeal n.) 에 의해 이루 

어진다.8) 영장류와 사체해부 연구에서는 편도 

(tonsillar bed)에서 연구개로 올라가는 설인신경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개부위 신경지배가 소구개 

신경 단독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준다.2’

16세기에 이미 연구개의 해부구조에 대한 여러 연 

구가 있었다. Fallopio(1561)는 구개근육의 존재에 대 

해 언급하였고 Eustachius(1564)는 지금 그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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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관과 연관된 근육의 존재를 보고하였다.

18세기에는 Valsalva(1717)는 구개거근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Santorini(1724)는 중이관인두근에 대해 

보고하였다. 1846년 Demarquay는 사체의 구개해부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는 정중부위에서의 구개근육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고하였는데, 경구개뼈의 

정중부 틈새가 섬유조직으로 차있다고 기술하였다. 

아마 이것은 점막하 구개 열의 첫 기술로 생각된다.

Victor Veau(1931)는 구순구개 열 수술의 선구자로 

서 정상 및 구개 열 근육조직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 

의 이러한 관찰은 그의 방대한 수술경험에 의거하였 

다. Veau는 정상과 구개열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개부위의 건막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연구개부위 

근육은 정상적으로는 정중부위에서 만나며 이러한 

근육연결은 muscular sling을 만들고 이 muscular 

sling은 구개인두근들에 의해서 후방으로 당겨진다 

고 기술흐｝였다. 이 muscular sling은 구개뼈 의 후방부 

와 분리 되어 있으며 그 사이 공간은 건막으로 채워져 

있다. Veau는 구개 열에 있어서 위와 같이 분리된 근 

육은 더 이상 연구개부위에서 후방으로 당겨지지 않 

으며, 건막도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Veau는 구개 열은 중요한 두개 

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구개인두근과 구개거근을 

이 두가지로 기술하였고, 다른 구개근육들은 중요을 

이 두가지로 기술하였고, 다른 구개근육들은 덜 중요 

한 것으로 믿었다. 구개 열환자에 있어서 구개인두근 

은 구개설근과 편도를 따라 협점막 직하방에 있는 가 

장 중요한 요소로 기술하였다. 이 근육의 측방근섬유 

들은 골성 구개판의 후방부위 에 부착하고 있으며, 내 

측 섬유들은 구개 열 내측을 따라 주행하며 구개 열의 

전방 부위 에서 끝난다. 구개 인두근의 중간부 섬유들 

은 구개열 내측부의 점막부에서 끝난다. 이러한 중요 

한 요소들에 덧붙여, Veau는 비점막에서 끝나는 상 

위 섬유속과 구개구의 갈고리에 부착하는 익돌섬유 

속에 대해 기술하였다. Veau에 따르면, 구개열환자 

에 있어서 거근들은 구개인두근의 섬유들과 혼재되 

있으며, 구개 열의 내측부 점막에서 끝나는 섬유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내측의 섬유들은 구개 열의 전방에 

서 종지하며, 몇몇 섬유들은 구개 열 내측 경계를 형 

성하는 뼈의 가장자리에 부착되 있다. 가장 후방의 

거근 섬유들은 목젖을 관통한다.

Veau의 보고를 종합하면, 구개 열환자에 있어서 연 

구개가 짧은 것은 구개뼈와 연구개 근육들 사이의 건 

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중요한 근육들은 구개 

열의 내측경계를 따라 존재하고 구개 열 내측 경계를 

형성하는 뼈의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몇몇 섬유들도 

존재한다.

Whillis(1931)는 사체해부 결과에 기초한 정상 연 

구개의 근육조직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는 구개건막 

은 구개긴장근의 건이 팽창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팽창이 연구개의 전방 2/3 

부위의 건막을 형성한다고 하였고, 모든 연구개 근육 

들은 이 건막에 부착한다고 주장하였다. WMlis는 연 

구개의 괄약근(muscular sphincter)를 처음으로 언급 

하였다.

Ruding(1964)는 연구개의 정상과 병적 해부구조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는 Veau의 주장에 강하게 반 

론을 제기하였다. Ruding은 정상 구개에 있어서 구 

개긴장근의 부착은 구개 건막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는 또한 구개거근의 섬유들은 시상방향성 

을 가지고 있으며 구개의 수평판에 직접 부착된다고 

하였다. Ruding은 구개열 치료에 있어서 pushback 

방법을 최초로 추천하였다.

Kriens(1969)는 구개열 환자에 있어서, 연구개 

muscular sling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구개열 근육 

들은 후방으로 회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구개열환 

자들의 연구개 해부구조에 대한 문헌고찰을 한후, 

Kriens(1975)는 구개열은 구개 건막이 존재하지 않거 

나 불완전하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결론지었 

다. 그는 구개 건막은 단순히 구개긴장근의 건부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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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아니라 특별한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Echeverria(1980)는 Kriens의 주장과 상반되는 구 

개긴장근의 해부구조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48 

명의 성인 사체와 2구의 신생아, 3구의 인간 태아에 

서 시행한 연구를 기초로, 구개긴장근은 경구개 뼈의 

가장자리에 직접적으로 부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개 건막은 그가 실시한 해 

부결과에서는보이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Chancholle(1980)는 몇 개의 논문을 통해 안면과 

구개범인두 부위의 musculo-aponeurotic sphincter 

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러한sphincter의 중앙부위는 

상인두 수축 근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

Booiman(1985)등은 20구의 사체해부를 통해 구개 

거근은 연구개의 약 40%정도의 길이를 차지하고 있 

으며 ’아 발음시에 연구개 중앙부위에 생기는 보조개 

를 사체의 구개거근이 당겨질 때 생긴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정상인에 있어 이 연구개 보조개는 연구개의 

중앙과 후방부위에서 항상 존재하며 이것은 구개거 

근과 구개인두근이 서로 만나는 점에서 생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구개열환자에 있어 연구개부위의 보조 

개가 정상보다 앞쪽에 위치하는 환자는 대부분 구개 

범인두 폐쇄부전을 가지고 있으며, 재수술을 통해 구 

개거근을 후방으로 위치시켜주고, 따라서 연구개 보 

조개가 후방 정상적 위치로 재위치시켜준 환자들은 

발음상의 개선을 보았다고 하였다.

구개 열은 양측 구개판의 융합실패로 생기는 것으 

로 이차구개에서의 구개열은 중앙에 생긴다. 비중격 

의 연골 및 골부분은 비이환측의 구개판에 내측연을 

따라 붙어있다. 이환측의 구개판은 비이환측에 비해 

폭과 너비 에서 작으며 더 후방측에 위치해 있다. 대 

부분의 경구개조직이 부족하지만 상악골들의 측방 

변위로 인하여 후방 구개궁이 정상에 비해 더 크다. 

구개열에 있어서도 대구개동맥이 양측에 존재한다. 

그러나 비이환측에 비하여 대구개동맥 가지의 위치 

에 있어 변화가 심하다. 많은 경우에 있어 비이환측

그림 12
HP： hard palate, U： uvulus
GPF： greater palatine foramen
PM： palatoglossus

에 비해 이환측에 있는 대구개동맥 및 구는 좀더 측 

방으로 위 치해 있다. 이

연구개에 있어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형태학적 상 

이점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전반적인 근육의 부족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근육의 배열 때문이다.(그림 12) 구개열에 있어 연구 

개부위 근육들은 비교적 정상적인 기시를 하지만 부 

착부위가 달라 이것이 비정상적 기능 및 배열의 원인 

이 된다.10’n)

많은 저자들이 구개긴장근은 구개열에서 열성장 

하며 구개건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열성장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근육섬유들이 익돌구 주변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상악골결절부위 에 부착하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구개측에 존재하는 근육들은 섬유성으로 움 

직임에 거의 없다. 또한 구개건막이 거의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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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구개 열에 있어서 구개길이가 짧은 원인이 

라는 것에 많은 저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구개거근도 또한 열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 

으며 근육이 구개 열을 따라 평행하게 주행한다. 구개 

거근의 근육섬유들은 구개인두근의 근섬유들과 서 

로 합쳐지며 정상보다 훨씬 앞쪽으로 경구개 열의 내 

측연에 부착하고 있다.

구개수근육들도 드물게 존재하며 열성장하고, 구 

개인두근 및 구개거근의 근섬유들과 서로 합쳐진다. 

따라서 이러한 구개수근육은 연구개 거상 및 범인두 

구개폐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2)

양측성 구순구개 열의 경우에는 편측성에서 볼 수 

있는 연조직 및 경조직의 열성장을 양측에서 볼 수 

있고 서골 및 중앙부의 비중격과 다른 구조들이 양측 

의 어느쪽 구개판에 붙지 않은채로 남아 있다. 편측 

성 구개열에서 보이는 비정상적 근육배 열이 양측에 

서 보이며, 상악골들의 측방변위로 인해 편측성에 비 

해 전방부에서는 협착이 더 많이 일어나도후방부 구 

개궁이 더 심하게 벌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으로 인해 구개열 수술후에 더 많은 범 인두폐 쇄부전 

이 일어난다. 13)

Pierre Robin syndrome은 설하^(glossoptosis) 를 

동반한 심한 소하악증으로 신생아에 있어서 기도폐 

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환자의 3명중 2 

명은 구개 열을 동반한다. 구개 열만이 존재하는 경우 

의 길고 V-shape의 결손과는 달리 이 러한 결우는 넓 

고 U-shaped 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전반적 구개조직의 결손을 보인다. Pierre 

Robin syndrome에서의 구개열 형성의 원인은 다른 

일반적인 구개열의 발생원인과는 달리 자궁내에서 

태아의 두부가 뒤로 오래동안 젖혀 있기때문인 것으 

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악골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이 태아의 혀가 보통보다올라온 상태로 양측 구 

개판 사이에 유지시키고 이것이 양측구개판의 융합 

을 막는 것으로 여겨진다.14'15>

점막하구개열의 세가지 병적 특징으로는 갈라진 

구개수(bifid uvula), 구개근육의 이개성, 경구개 후방 

부의 절흔이 있다. 이 러한 점막하구개 열은 1：1200 꼴 

로 발생하며 모든 환자에서 기능적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음 등 구개인두 기능이상은 연 

구개의 짧음 정도나 근육기능의 부조화등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구개근육의 이개성 정도와 연구개의 

길이는 각 환자에서 크게 다르며 비강측 및 구강측 

점 막조직은 정상이지만, 구개근육은 구개 열환자에서 

와 같이 열성장 및 비정상적 부착형 태를 보인다. 구 

개근육의 이개가 보이는 정중부에서는 어떤 근육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반투명하게 보인다. 구개근육은 

경구개 절흔부위의 후방 및 내측경계에 부착하며, 근 

섬유들은 V-shape의 절흔 전방기시부에까지 부착되 

어 있다.16,17)

많은 저자들은 구개의 pushback방법에 의한 구개 

열 수술에 있어서 경구개에서 점막피판을 박리하는 

것이 성장중인 상악골의 전후방적 성장에 나쁜 영향 

을 일으킬 것이라고 추정해 왔다. 상악골의 정상적인 

성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Schweckendiek(1978)은 경 

구개에서의 점막피판 거상을 이용한 수술방법을 가 

능한 한 늦춰야 한다고 하였고, 경구개의 수술은 환 

자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 정도까지 연기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언어적 관점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Malek과 Psaume(1988)등은 발음상의 잇점을 들어 

경구개의 이른 시기에 수술을 주장하였는데, 정상적 

상악골 성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막피판을 거상하 

지 않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경구개의 비점 

막을 봉합한 이후에, 경구개 구강쪽을 피개할 수 있 

는 보철장치를 장착하였다. 시간이 흘러, 구강쪽이 

상피화가 완료되면, 구개피개 보철장치를 제거했다.

Delarie(1989)등은 경구개의 점막은 구개와 주변 

상악골의 수평적, 수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 러한 구조는 상악골의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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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연관하여 자율적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여러문헌과 사체 연구개의 구개박리를 통해, 경구 

개 후방 뼈 가장자리로의 비정상적인 근부착은 후방 

연구개 sling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박리 후 재위치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섬유들은 pushback 

방법으로 내측으로 회전하여 구개를 후방으로 1cm 

정도 뒤로 후퇴시킴으로써 보다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러한 후방의 비정상적 근육 

배 열을 횡적으로 배 열하여 봉합함으로써 구개범인 

두 sphincter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2, 경 

구개 뼈의 후방부와 후퇴시킨 연구개 근육사이의 공 

간은 구개건막과 비슷한 섬유성 조직으로 채워진 

다.D)

위 와 같은 사실은 점 막하 구개 열을 가진 환자의 수 

술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16'17)비록, 이러한 점 

막하 구개열은 구개가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근육들 

이 시상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구개 뼈의 후방 가 

장자리에 직접 부착하고 있다.1)

상악골의 열성장은 구개열에 있어 수술후의 후유 

증으로 생각되어 졌다. 현대의 교정학적 치료효과는 

상악골 열성장을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악골 열성장은 구개 점막 

의 거상 및 근육 피판의 후방 후퇴에 의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선천적 상악골 열성장, 비정상적 구강내 

근육 sling의 협착, 경구개 후방부의 근육에 의한 견 

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7)

III. 요약

정상 연구개의 근육조직에 대한 여러가지 해부학 

적 연구가 있어왔지만, 구개 열의 근육조직에 대한 연 

구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또한 정상 연구개 근육조 

직의 형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연구개 기능회복에 절 

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우리는 2개의 사체 

에서 채취한 정상상악골 및 연구개를 포함한 조직에 

서 연구개부위의 박리를 시행하여 근부착에 대한 해 

부학적 관찰을 시행하였다. 구개열환자에 있어서 연 

구개 근육들은 전후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구개 뼈의 후방 가장자리에 직접 근부착을 한다는 

점에서 정상과 달랐다. 구개열 수술에 있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근부착을 박리하여 횡적방향으로 재구 

성하여 정중부에서 봉합하는 것이 정상적 연구개 

sphincter를 만들고 연구개를 후방으로 후퇴시켜 정 

상적 연구개 해부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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