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절염” 혹은 “통풍” 모델에서

rat 혹은 mouse 시료의

분석 목적에 따른 분석 방법 (각 페이지 별로 독립적인 분석임)

세컨 아날리시스 www.2ndAnalysis.co.kr
측정 및 분석 문의 joonraekim@gmail.com

2nd Analysis 운영 micro-CT해상도 : 0.35 ~ 21.6um pixel resolution

본 사례에서 측정한 각각의 데이터 해상도 : 15um pixel resolution

http://www.2ndanalysis.co.kr/
mailto:joonraekim@gmail.com


관절염으로 인한
Femur 상부의 부식에 대한 지표 : ROI 3D 분석

Subchondral bone remodeling으로 정상 뼈 대비 감소된 체적 및 뼈의 간격, 두께를 측정

// Rat Joint (femur 혹은 tibia) 분석 1/3 //



관절염으로 인한
Subchondral bone의 부식에 대한 지표 : 5 Layer 분석

가상 표면을 생성하여, 뼈 표면에 대한 뼈의 “체적밀도”로 표면 부식된 면적의 비율을 측정

(뼈의 혈관 및 혈관입구의 오목한 부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Rat, sham 등의 Layer 1의 경우 60~70%의 체적밀도를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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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 Joint (femur 혹은 tibia) 분석 2/3 //



관절염으로 인한
Subchondral bone의 부식에 대한 지표 : 210um depth 분석 참조

뼈의 가상표면을 생성, 상부 뼈의 부식의 깊이를 남아있는 상부 뼈의 두께 분포로 확인

// Rat Joint (femur 혹은 tibia) 분석 3/3 //



// mouse spine 혹은 tail 분석 1/3 //

관절염으로 인한
척추 (혹은 꼬리 포함) L1~L6 혹은 꼬리 포함 뼈의 체적 및 뼈의 thickness : 3D thickness color-code 분석

정상 뼈 대비 감소된 체적 및 뼈의 두께를 측정, 

option 항목(혹은 단독 분석):

꼬리 부분에서의 관절염으로 부풀은 뼈의 체적 계산

Crop image 300 x 300 pixel Crop image 300 x 300 pixel



// mouse spine 혹은 tail 분석 2/3 //

관절염으로 인한
척추 (혹은 꼬리 포함) L1~L6 혹은 꼬리 포함 뼈의 Tissue Mineral Density 분석

BMD : bone mineral density…DEXA등의 장비에서 측정, 단위 [g/cm³]

뼈 등에서 일정 공간 내의 bone mineral density를 측정, 

측정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micro-CT에서는 “trabecular+ bone marrow” 구간에서만 사용

TMD : tissue mineral density… 

micro-CT 개발 이후 사용하기 시작, 측정, 단위 [g/cm³]

뼈나 특정 조직 영역에 대한 mineral density를 측정.

세컨 아날리시스에서 사용하는 BMD phantom : 

0.25 g/cm³ & 0.75 g/cm³

cortical+trabecular+bone marrow TMD 분석구간 BMD 분석구간



// mouse spine 분석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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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으로 인한
척추 (혹은 꼬리 포함) L1~L6의 3축의 각도를 측정 : 관절염으로 인한 척추의 뒤틀림 분석



// mouse foot 분석 1/2 //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주위의 부풀은 뼈 부분의 측정 : 관절염으로 인하여 부풀은 부분의 체적 측정

관절염 유도 방식 중 CIA의 경우 추천, 기타의 관절염 유도 시, 위의 정도로 명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mouse foot 분석 2/2 //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주위의 부식된 뼈의 체적 및 표면적을 측정 : 관절염으로 인하여 감소된 뼈의 체적 및 뼈의 체적/표면적 측정

관절염 유도 방식 중 CIA의 경우 추천, 기타의 관절염 유도 시, 위의 정도로 명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음.

기타의 경우, Tarsals, Talus 등 특정 뼈를 지정하여 체적 & 체적/표면적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