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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측측측두두두하하하악악악관관관절절절 골골골관관관절절절염염염 진진진단단단에에에 있있있어어어 전전전산산산화화화 단단단층층층촬촬촬영영영의의의 유유유용용용성성성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소실,연골하 골의 재형성 및 경화,골증식체 형성
을 포함하는 일련의 퇴행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질환으로,측두하악관절의 과도한 사용
이나 전신 질환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은 임상적으로는 통증
으로 인한 하악운동제한,염발음,관절 촉진시 국소적 압통 등의 특징적 소견을 나타내
며 방사선 상으로 구조적 골변화가 포함되어야 확진을 내릴 수 있다.일반적으로 측두하
악관절의 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사선 사진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횡두개 방사선 사진,횡인두 방사선 사진 등의 단순 촬영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촬영은 측두하악관절의 골구조를 평가하는 데 있어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검사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통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의 진단과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 나타나는 퇴행성 골변화를 비교해보고,하악과두의
골변화 유무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전산화 단층촬영을 비교하여 확인함으로써 측두
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진단에 있어 임상 진단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한계와
전산화 단층촬영의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구강내과,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중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 혹은

골관절증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어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환자 450명의 임상검사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전산화 단층촬영 사진을 분석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 환자는 184명으로

40.9%,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 환자는 250명
으로 55.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측두
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은 여성에서는 60.9%이고,남성은 37.0%로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골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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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에 특기할만한 골변화가 관찰되
지 않았으나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는 108명으로 24.0%로 나타
났으며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의 골변화가 나타났으나 전산화 단층
촬영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환자는 42명으로 9.3%로
나타났다.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은 병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진단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확진을 위해서는 임상 검사 뿐 아니라 방사선 사진 촬영
을 통해 골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 촬영은 여러가지 제한점과 한계를 가지
므로 측두하악관절의 골변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단층촬영이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전산화 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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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전산산산화화화 단단단층층층촬촬촬영영영의의의 유유유용용용성성성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최최최 종종종 훈훈훈>>>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전전전 영영영 미미미

Ⅰ.서론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소실,연골하 골의 재형성 및 경화,골증식체 형성
을 포함하는 일련의 퇴행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관절의 퇴행성 질환이다(Buckwalter&
Mankin,1998).연령의 증가와 관절의 과도한 부하가 퇴행성 변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병태생리적 기전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따라서 골관절염을 예방하거나 골관절염이 나타났을 때 그 진행을 늦추려는
노력은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추측이나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는 주로 증상 완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치료 효과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Buckwalter& Martin,2006).
골관절염은 측두하악관절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중의 하나로 퇴행성 관절질환

(degenerativejointdisease)이며(Okeson,2007),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측두하악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전신 질환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골관절염은 관절의 진성 염증반응
은 아니며,관절면과 하부 골조직이 파괴되는 비염증성 질환으로 관절 연골의 소실,퇴
행과 연관되어 관절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기능 장애이다(Israeleta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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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요소는 관절 조직에 가해지는 과부하이다.측두하악관절 내
에서는 지속적으로 파괴된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을 합성하는 생리적 적응 과정
이 나타나며,이화반응과 동화반응이 균형을 이루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에 적응하여
기능을 한다.그러나 측두하악관절 부위가 병적인 상태가 되면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원래 조직보다 하위 조직이 합성되고,적응 과정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므로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Haskinetal,1995;de
Bontetal,1993;Stegenga,2001).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주변
구조가 병적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관절 변화에 대한 보상 작용이 일어나 관절의 운동
제한,관절 잡음,과두 걸림,염발음,관절 부위의 통증 등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Israeletal,1997).측두하악관절에 대한 과부하가 감소되면 골의 형태이상은 잔존
하지만 골관절염이 적응된 상태로 남을 수 있는데 이를 골관절증(Osteoarthrosis)이라고
한다(Stegengaetal,1989).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은 병력 청취,임상 진단,방사선 사진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다.임상적으로는 통증으로 인한 하악운동제한,염발음,관절 촉진시 국소적 압통
등의 특징적 소견을 나타내며,방사선 사진 검사 결과 구조적 골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
골관절염을 확진할 수 있다(Okeson,2007).
측두하악관절의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파노라마 방사선사진,횡두개 방사선 사진,횡

인두 방사선 사진 등의 단순 촬영이 진단 초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Dixon,1995).그
러나 측두하악관절은 관절부의 골 구조가 작고,해부학적으로 광범위한 두개골에 의해
관절이 가려지므로 단순 촬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체 부분 중 하나이며(White&
Pharaoah,2000),단순 촬영은 상의 왜곡이 있고 주변 구조물과 중첩되며 표준화되지 않
은 영상이라는 한계로 인해 측두하악관절의 구조를 자세히 확인하는 데는 적합지 않다.
또한 측두하악관절의 구조적 변화나 병변이 초기에는 충분한 골조직의 탈회가 일어나지
않아 단순 촬영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Rozencweig,1975;Berrett,1983;
Cohenetal,1985;Couckeetal,1991;Brooksetal,1997).따라서 단순 촬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측두하악관절의 영상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전산화 단층
촬영,관절조영술,자기공명영상 등이 사용되어 왔다.전산화 단층촬영이 초기에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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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되던 기존의 방사선 사진과 달리 경조직과 연조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측두하악관절 원판장애를 진단하는 데 널리 쓰였으나,현재는 자기공명영상이 널리 사용
되면서 연조직을 확인하는 데는 그 중요성이 감소하였고 주로 골병변이나 골구조를 확
인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deBontetal,1993;Ludlow etal,1995).특히 골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에 전산화 단층촬영은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인다(Westesson,
1987;Dixon,1991).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유병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1-84%까지 광범위

하게 보고되고 있다.Israel등(1991)의 연구에 의하면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검
사 및 측두하악관절의 관절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임상 검사를 통한 퇴행성 관절질환의
진단은 10% 미만이었으나 관절경 검사 상에서는 약 70%가 퇴행성 변화를 보였다.또한
Westesson& Rohlin(1984)의 연구에 의하면 측두하악관절 부검 표본 127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골변화 및 관절원판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40%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치료를 위해 병
원을 찾는 사람은 1.9-3.4% 정도로 낮게 추정되고 있다.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실질
적인 관절의 퇴행성 골변화에 비해 임상 진단을 통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유병율이 낮게 보고되고 있다(Kopp& Rockler,1979;Yoshimuraetal,1982;Hansson
etal,1983;Mejersjö & Hollender,1984).이러한 임상 진단과 측두하악관절의 실질적인
퇴행성 골변화의 차이는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임상 진단이 관절의 운동 제
한,관절 잡음,과두 걸림,염발음,통증 등 측두하악관절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
적인 임상 소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므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이 과소평가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또한,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골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측두하악관절 수술 시에 확인하거나 사후 부검조직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경
우가 많으며,임상적으로 측두하악관절의 기능에 따른 생리적인 재형성 변화와 측두하악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구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Haskinetal,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 검사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통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진단과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 나타나는 퇴행성 골변화를 비교해보고,하악과
두의 골변화 유무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전산화 단층촬영을 비교하여 확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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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진단에 있어 임상 진단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한
계와 전산화 단층촬영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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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연구대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중 관절 부위의 통증이나 염발음,안모변화,전치부
개교합의 진행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측두하악관절의 촉진시 압통 여부,개구 및 폐구시
의 관절음의 여부 및 종류를 포함하는 임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
혹은 골관절증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어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환자 45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단,외상 병력이 있거나,류마티스성 관절염 등과 같은 측두하악관절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2.연구방법

대상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보고 환자의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와 주소,병력,전신
질환 유무,외상 유무 및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전산
화 단층촬영을 분석,비교하였다.

가.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분석

정중 시상면이 중심에 오도록 두부의 정중선과 촬영기의 정중 지시선을 일치시키고,
Frankfortplane이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한 상태에서 Cranex3+Ceph®(Soredex Orion
Co.,Helsinki,Finland)를 이용하여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하악 과두에 골증식체(osteophyte),침식(erosion),골경

화(sclerosis),함몰(concavity)의 4개 항목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여 골변화 유무를 평가하
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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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Definitionsofradiologicfeatures

Term Definition

osteophyte local outgrowth of bone arising from a
mineralizedjointsurface

erosion localareaofrarefactioninthecorticalplate
ofajointsurface

sclerosis thickeningofcorticalboneonajointsurface

concavity concavityinthebonecontourwithawall

2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파노라마 상의 골변화 유무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검사자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의 검사자가 독립적으로 골변화 유무를 평가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나.전산화 단층촬영의 분석

전산화 단층촬영은 CT Highspeed Advantage®(GE Medicalsystem,Milwaukee,
USA)를 이용하여 200mA,120kV,scanningtime1초,matrixsize512x512,15cm field
ofview로 1.0mm 상층두께의 조건으로 시행되었다.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하악 과두
의 침식(erosion),치밀골의 불연속(discontinuity),하악 과두와 관절 융기의 골경화
(sclerosis)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여 골변화 유무를 평가하였다.
2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전산화 단층촬영 상의 골변화 유무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

였으며 검사자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제 3의 검사자가 독립적으로 골변화 유무를
평가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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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통계적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AnalysisSystem,SASInstitute,Inc.,USA)V9.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성별 및 연령에 따른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schi-squaretest를 이용하였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측
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ochran-Armitagetrend
test를 시행하였다.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전산화 단층촬영 사진을 통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schi-square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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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결과

1.환자의 분포

본 연구에 포함된 총 450명의 환자 중 여성이 350명으로 77.8%,남성이 100명으로
22.2%로 나타났다.환자의 연령은 11세에서 70세에 걸쳐 분포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9.2±13.1세였다.성별에 따른 평균 연령의 경우,여자가 30.3±13.5세,남자가 25.4±11.2세
로 나타났다.연령 분포는 10대가 30.7%(138명),20대가 34.4%(155명),30대가 14.7%(66
명),40대가 10.2%(46명),50대가 6.7%(30명),60대가 3.3%(15명)로 나타났다(그림 1).

Fig1.Distributionofageandsexofthepatients(n=450)

2.환자의 주소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며,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였다.
환자들의 호소한 주된 증상은 통증이 378명으로 84.0%였고,관절잡음이 195명으로

43.3%,개구제한이 74명으로 16.4%를 나타냈으며,부정교합이 24명,개구시 걸리는 느낌
및 턱이 잘 안 맞는 느낌을 호소하는 환자가 23명,턱이 점차 틀어지는 등의 안모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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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한 환자가 21명,안면부 비대칭이 15명,전치부 개교합이 생겼거나 교합의 변화를
호소한 환자가 15명,염발음이 11명,이갈이,코골이 등의 부기능 습관이나 교정 치료 전
턱관절 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의뢰된 환자가 18명이었다.한 환자가 여러 가지 증
상을 호소하는 경우,각각의 증상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였다(그림 2).

Fig 2.Distribution ofpatient̀s chiefcomplaints (LOM = Limitation ofmouth
opening)

3.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통한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골변화의 확인

측두하악관절에 통증이 있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
화가 관찰된 환자는 141명이었고,측두하악관절에 통증이 없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서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 환자는 43명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 환자는 184명으로 전체의 40.9%로 나타났다.

4.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골변화의 확인 및 환자의 분포

측두하악관절에 통증이 있고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
가 관찰된 환자는 192명이었고,측두하악관절에 통증이 없고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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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 환자는 58명으로,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측두하
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 환자는 250명으로 전체의 55.6%로 나타났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에 비해 전산
화 단층촬영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3).(p<0.0001)

Fig 3.Comparisonsofclinicaland panoramicfinding and computed tomography
findingoftemporomandibulardegenerativejointdisease

전산화 단층촬영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 250명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그림 4).

전산화 단층촬영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관절변화가 관찰된 환자의 연령 분포는
10대가 69명,20대가 83명,30대가 35명,40대가 25명,50대가 25명,60대가 13명으로 나
타났다.연령에 따른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변화가 나타난 환자의 비율은 10대에서는
50.0%,20대에서는 53.6%,30대에서는 53.0%,40대에서는 54.4%,50대에서는 83.3%,60대
에서는 86.7%로 나타났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변화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5)(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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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Distribution ofageand sex ofthedegenerativejointdiseasepatientsof
temporomandibularjoint(n=250)

Fig 5. Distribution of age of the degenerative joint disease patients of
temporomandibularjoint

성별에 따라서는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변화가 나타난 환자
는 여성은 350명 중 213명으로 60.9%로 나타났고,남성은 100명 중 37명으로 37.0%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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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p<0.05)(그림 6).

Fig6.Sexualdifferenceoftemporomandibulardegenerativejointdisease

5.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전산화 단층촬영 사진의 비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특기할 만한 과두의 골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산
화 단층촬영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의 골변화를 보이는 환자는 108명으로 전체 환자 중
24.0%로 나타났다.
한편,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과두의 골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오히려 전산화 단

층촬영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의 골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환자는 42명으로 전체 환자 중
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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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찰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연령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관절의 부위도 다르다(Pereiraetal,
1994).신체 여러 관절 부위에서 퇴행성 관절질환과 연령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여
러 보고가 있으며(Broussard,2005),Oliveria등(1995)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5% 이상에서 골관절염이 하나 이상의 관절에 존재하고,40세 이후에는 골관절염의 발
생율이 모든 관절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그러나 관절 부위에
서는 지속적으로 생리적인 적응 과정이 나타나며,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관
절에서는 생리적인 변화와 병적인 변화가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두 가지 변화를 명확하
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측두하악관절의 세포의 증식과 기질의 합성 등과 같은 적
응 기능은 하악 과두에 하중이 감소되면 감소되었다가 하중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다.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 이러한 측두하악관절의 적응 기능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적응 기능의 감소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므로 측두하악관절의 재생
기능이 감소하여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Bouvier& Zimmy,1987;
Haskinetal,1995;Buckwalter& Martin,2006).본 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측두
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퇴행성 관절질환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자주,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며,신체

여러 관절에 동시에 이환되는 경향이 있다(Lawrenceetal,1966).또한 남성에 비해 여
성에서 관절잡음과 염발음,개구제한,측두하악관절 부위의 압통 등 측두하악관절 퇴행
성 관절질환의 징후가 더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Ageberg& Inkapool,1990;
MacEnteeetal,1987).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여성의 측두하악관절에 기능적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
여 에스트로겐 농도가 관절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Quinn,1990).본 연구
에서도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은 병력 청취,임상 검사를 통해 진단하며,방사선 사진검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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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의 골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 확진하게 된다.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임
상 특징은 통증으로 인한 하악 운동 제한,염발음,측두하악관절 촉진시 국소적 압통 등
이나,이는 측두하악관절 기능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이므로 확진을 위
해서는 방사선 사진 검사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측두하악관절의 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사선 사진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횡두개 방사선 사진,횡인두 방
사선 사진 등의 단순 촬영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촬영은 측두하악관절의 골구조를
평가하는 데 있어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우선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골변화를 확인
하려면 골조직의 충분한 탈회가 일어나야 하며 이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골관절염 초기에는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 과두가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Kamelchuk
& Major,1995;Cibere,2006).따라서 골관절염 초기에는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나타나
지 않는 한 단순 촬영을 이용하여 확진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또한,파노라마 방
사선 사진 상에서 과두의 후방부는 그대로 보이지만 과두의 외측극이 과두의 전방부에
보이며 과두의 내측극은 과두 중앙부나 과두 후방부와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과두의 외측극의 골변화만 확인할 수 있다(Mawanietal,2005).따
라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골변화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며,위음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특기할 만한 병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골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된다(Crow etal,2005).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X선의 방향이 하악과두의 장

축과 평행하지 않으므로 측두하악관절의 단면이 비스듬하게 나타나며 환자의 두부 위치
에 따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하악 과두가 영향을 받으므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
진 촬영 시에 두부가 기울어지게 되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과두가 편평하게
보이거나 골경화가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본 연구에서도 42명의 환자에서 측두하
악관절의 골변화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나타났으나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났다.이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왜곡과 주변 구조물과의 중첩,측
두하악관절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재형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산화단층촬영은 1980년대에 측두하악관절장애를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었으며 현

재는 측두하악관절의 골성 변화나 비정상적인 골구조가 존재할 때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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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heim,1995).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관절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측두하악관절의 증
식성 변화보다는 관절의 침식이나 골경화,골증식체,과두의 편평화 및 관절와의 재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이러한 골변화는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으며,다른 방사선 사진에 비해 골표면이나 관절내 골조각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있어
더 유용하고 측두하악관절의 골변화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vrahami
etal,1984;Janzenetal,1998).
Muir& Goss(1990)는 무증상의 측두하악관절의 방사선적 형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하악 과두의 골증식체(osteophyte),침식(erosion),편평
화(flattening),골경화(sclerosis),함몰(concavity),피질하 낭종(subcorticalcyst)의 6개 항
목을 평가하였다.그러나 측두하악관절에는 기능과 연령에 따른 적응 과정으로 생리적인
재형성 골변화가 병적인 변화와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
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에서 특징적인 골경화(sclerosis), 침식(erosion), 골증식체
(osteophyte),함몰(concavity)의 4가지 항목만을 사용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하
악 과두의 골변화를 평가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측두하악관절을 초기에 평가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

나 여러가지 제한점으로 인하여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변화,특히 초기에 나타나는 골
변화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본 연구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하악 과
두와 전산화 단층촬영의 하악 과두의 골변화 유무를 비교한 결과,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특기할만한 과두의 골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환자 중 24%에서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났다.이처럼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으로 골변화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만을 이용하여 진단할 때에는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변화를 간과하기 쉬우며 이
로 인해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골변화가 현저해진 후에 진단을 내리
게 될 수 있다.따라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나 횡두개 방사선 사진,횡인두 방사선
사진 등 단순 촬영 상에서 하악 과두의 골변화가 관찰될 때에는 물론이고,측두하악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지만 단순 촬영 상에서 하악과두의 골변화가 관찰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하악 과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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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은 주로 증상에 대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초기에

퇴행성 관절질환을 진단하지 못하면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더 광범위
한 골파괴가 나타나게 되고 증상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또한 측두
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은 퇴행성 변화가 중단된 후에도 관절 융기의 골경화,하악 과
두 치밀골의 연속성 회복 등의 재형성 반응은 나타날 수 있으나 파괴된 골조직은 재생
되지 않는다.따라서 골관절염을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
다.그러나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은 특징적인 임상 소견이 없으므로 임상 증상
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횡두개 방사선 사진,횡인두 방사선 사진 등의 단순 촬영을 통해서 골변화를 확인
하게 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골변화가
관찰되어도 그 정도나 양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골변화가 진행중인지 재형성 과정을
통해 나타난 골변화인지 확인할 수 없고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골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단순
촬영 상에서 명확히 골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물론이고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방사선 사진 검사를 통해 측두하악관절의 골변화 유무 및 그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촬영 외에 추가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을 사용하여 측두
하악관절의 골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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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중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 혹은 골관절증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어 전산화 단층촬
영을 시행한 환자 450명의 임상검사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전산화 단층촬영 사진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은 여성에서는 60.9%로 나타
났고,남성은 37.0%로 나타났으며,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2.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관절 퇴행성 관절질환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3.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된 환자는 184명으
로 40.9%로 나타났으며,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
된 환자는 250명으로 55.6%로 나타났다.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
성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에 비해 전산화 단층촬영 상 측두하악관절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01).

4.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골변화를 비
교한 결과,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에 특기할만한 골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골변화가 관찰된 환자는 108명으로 24.0%로 나타났으
며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의 골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전산화 단층촬
영 상에서 측두하악관절의 퇴행성 골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환자는 42명으로 9.3%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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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병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치료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골관절염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확진을
위해서는 임상 검사 뿐 아니라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해 골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며 단순 촬영을 통해 일차적으로 골병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순 촬영은 여
러가지 제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이나 골관절증의 진
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골변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을 초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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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vvvaaallliiidddiiitttyyyooofffcccooommmpppuuuttteeedddtttooommmooogggrrraaappphhhyyyiiinnndddiiiaaagggnnnooosssiiisssooofff
ttteeemmmpppooorrrooommmaaannndddiiibbbuuulllaaarrrjjjoooiiinnntttooosssttteeeoooaaarrrttthhhrrriiitttiiisss

YoungMiJeon,D.D.S.

DepartmentofOralmedicine/Dent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ong-HoonChoi,D.D.S.,M.S.D.,Ph.D.)

Osteoarthritisiscausedbyjointdegeneration,aprocessthatincludesprogressive
lossofarticularcartilageaccompanied by attempted repairofarticularcartilage,
remodelingandsclerosisofsubchondralbone,andosteophyteformation.Themost
common causative factor that either causes or contributes to osteoarthritis is
overloading of the articular structures of the joint. The diagnosis of
temporomandibularjoint(TMJ)osteoarthritisisbased on thepatient̀shistory and
clinicalfindingssuchaslimited mandibularopening,crepitationand tendernessto
palpationonTMJ.Thediagnosisisusuallyconfirmed byTMJradiographs,which
willrevealevidenceofstructuralchangesinthesubarticularboneofthecondyleor
fossa.Plainradiographytechniquessuchaspanoramic,transcranial,transpharyngeal
viewscanbeusedinmostdentalofficesforevaluationoftheTMJs.However,plain
radiographs are often limited due to overlapping and distortion ofanatomical
structures.
Theaim ofthisstudywastocomparetheclinicalexamination and pano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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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with computed tomographyfordiagnosisoftemporomandibulardegenerative
jointdisease,and to compare the findings ofcondylar bony changes through
panoramicradiographywith thatofcomputed tomography,hence,toconfirm the
limitationsofclinicalandpanoramicradiography,andthevalidityofthecomputed
tomographyfordiagnosisoftemporomandibulardegenerativejointdisease.
In thisstudy,450patientswhovisited theTMJand Orofacialpain clinic,and

diagnosed asTMJosteoarthritisorosteoarthrosiswereselected,and theirclinical
examinations,panoramicradiographsandcomputedtomographswereanalysed.
Degenerative bony changes ofthe TMJwere observed in 184 patients(40.9%)

through panoramicradiographs,however,significantly higherrateofdegenerative
bony changes were noted through computed tomographs(250 patients,55.6%).
Comparisonofsexshowedthattherateofdegenerativebonychangewashigherin
femalethanmale(femaletomaleratio60.9:37.0).Astheageincreased,therateof
degenerativebony changeincreased.Thepercentageofthepatientswho showed
bony change in computed tomography butnotin panoramic radiography was
24.0%(108 patients),and thatofthose who showed bony change in panoramic
radiographybutnotincomputedtomographywas9.3%(42patients).
Thepathophysiology oftheTMJosteoarthritisremainspoorly understood,and

currenttreatmentsarebased moreon speculation than science,and symptomatic
treatments often failto provide satisfactory pain relief.For diagnosis ofTMJ
osteoarthritis,clinicalexaminationand radiographicexaminationforconfirmationof
thebonychangesareessential,and computed tomographyareclearlysuperiorto
plainradiographsfortheirlimitations.

Keywords:osteoarthritis,degenerativejointdisease,computed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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