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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염을 가진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치료 , 후 골스캔과 

SPECT의 평가

부산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김병수․안용우․고명연․박 상

  자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에 측두하악 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임상검

사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측두하악 의 골 염으로 진단되어, 진 시와 종결 시에 골스캔과 SPECT를 각각 촬 한 

환자 27명을 상으로 골스캔의 SUR 와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 후로 비교하고 병력, 기여요인, 증상, 치료방법, 

치료기간 등을 기 으로 골스캔의 SUR 과 SPECT의 온 의 개수를 비교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골 염에 이환된 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골 염에 이환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소견을 보 다(P<0.05).

2. 골 염에 이환된 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과 SPECT 온 의 개수가 보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

(P<0.01).

3. 교합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한 군에서 골스캔의 SUR 과 SPECT 온 의 개수가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

(P<0.01,P<0.05).

4. 만성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과 SPECT의 온 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5. 음에 한 불편감 정도가 낮은 환자군의 치료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

하 다(P<0.01).

6. 외상 병력이 없고, 악습 이 있고, 정신사회  배경이 없는 환자일수록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치료

에 비해 치료후에 히 낮았다. 

7. 진 시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높을수록 많은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골스캔, 단 자 방출 산화 단층촬 , 산화 단층촬 , 골 염

1)Ⅰ. 서    론

  측두하악 의 퇴행성 변화는 응반응인 골재형

성과 비 응반응인 골변성 사이의 부조화로 발생한

다. 측두하악 의 속발성 염증이 동반된 퇴행상태

로 서서히 진행하며 측두하악 에 국한되나 신

질환의 일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1,2).

교신 자: 박 상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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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두하악 장애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법에는 

병력조사와 임상검사가 있는데, 임상검사에는 구강 

내 검사를 포함하는 포  신체검사와 부가 인 진

단검사가 있다. 부가 인 진단검사에는 근 도, 하악

운동궤 검사, 교합음도검사, 인성검사, 상화검사 

등이 있고, 상화검사에는 노라마, 횡두개촬  

는 단층촬  등의 일반 인 방사선검사와 조

술, 컴퓨터 단층촬 , 자기공명 상 진단 촬 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핵의학  방법으로 골스캔(bone 

scan), 단 자방출 산화 단층촬 술(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r Tomography: SPECT)등이 있

다
1,3,4)
.

  의 퇴행성 변화는 염발음, 하악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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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시 국소  압통 등이 특징  소견이며, 방사선 

상으로 구조  골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골

조직의 충분한 탈회가 일어날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기에는 방사선사진이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확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1-4).

  측두하악 장애 진단에 있어서 골스캔의 유용성

에 해서 다수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는데, Pocock 

등9), Kircos 등10), 김 등11), 서 등12), 양 등13), 장 등14)이 

골 스캔 소견이  통증과 계가 있다고 보고 하

다. Goldstein 등
6)
이 골 스캔이 노라마, 경두개 촬

  단층촬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 음을 보고하

고, Epstein 등15)은 골 스캔 촬 으로 60%의 환자

에서 그 진단  치료계획이 바 었음을 보고하면서 

골 스캔으로 단층촬 , CT 혹은 MRI에서 얻을 수 없

는 골개조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하

다. 이러한 골스캔의 가치를 인정한 보고가 있었던 반

면에 Creaemer와 Ficara16)는 골스캔이 원  변

 진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하 다.

  Collier 등7)은 측두하악 장애의 진단에 이용되

는 핵의학  검사방법 에서 SPECT는 평면촬 에 

비하여 조도나 해상력이 크게 향상되므로 진단  

민도와 정확성을 히 증가 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 으며, SPECT가 수술을 요하는 측두하악  내

장증의 진단에 우수한 방법임을 보고하 다. 한 양 

등13)은 SPECT를 이용한 결과 턱  통증을 호소한 

환자의 80%에서 섭취가 증가되어 있음을 보고 하

고, 박 등
18)

과 김 등
19)

은 특히 일측성으로 이환된 측

두하악 장애환자에서는 평면 골스캔에 비하여 

SPECT의 진단  가치가 우월하다고 보고하 다. 

  골 염에 한 연구로 김 등
11)

과 서 등
12)

은 평면 

골스캔을 이용한 결과 일측성으로 이환된 염환

자의 70%에서 의 섭취율이 증가되었고, 통증이

나 기능장애들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섭취가 더욱 증

가된다고 보고 하 다. 

  하지만 측두하악 의 골 염 치료 후의 골스

캔과 SPECT의 이용에 한 비교 연구  임상  특

징에 따른 후 평가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자는 골 염으로 진단된 측두하악장애환자

의 치료 ,후에 골스캔과 SPECT을 각각 촬 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골 염 환자의 진단과 치료 후

의 평가에 골스캔  SPECT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에 측두하악 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임상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측두하악

의 골 염으로 진단되어, 진시와 치료종결시에 

골스캔과 SPECT를 각각 촬 한 환자 27명을 상으

로 하 다. 연구 상자 27명은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거나 물리치료,약물치료와 함께 교합장치치료

(splint therapy)를 받고, 통증 소실로 치료가 종결되

었다. 연구 상자는 여성 25명(평균연령 26.9세, 18

세～56세)과 남성 2명(평균연령 26.0세, 17세～35세)

이었다. 환자 27명의 54   골 염에 이환된 42

을 골 염군으로, 골 염에 이환되지 않은 

12 을 조군으로 하 다. 

2. 골스캔  SPECT

  환자의 상완정맥에 99mTCMDP15mCi를 주사하고 3

시간 후 앙와  상태에서 에 지 고해상도 조 기

를 장착한 감마카메라(VERTEX 60, ADAC lab, 

Milpitas, CA)를 이용하여 64방향에서 30  동안 투

사 상을 얻었다. 모든 환자에서 좌우 각각의 두부 측

면 골스캔 상을 얻었으며 PEGASYS(ADAC lab, 

Milpitas, CA) 로그램을 이용하여 5.12mm의 두께

로 측두하악 의 횡단면  상단면 SPECT 상

을 얻었다.

  골스캔은 정량  분석을, SPECT은 정성  분석을 

시행하 다. 정량  분석은 골스캔의 두부 측면 상

에서 배후 역에 한 측두하악 부 의 단순섭취

율(Simple Uptake Rate : SUR )로 평가하 다. 단순

섭취율은 측두하악 부 에 13×13화소 크기의 

심부 를 설정하고 심 역의 후상방 13화소 떨어

진 두정부에 같은 크기의 배후 역을 설정하여 방사

능 계수를 구하고 심 역의 방사능 계수에서 배후

역의 방사능계수를 감산하고 10만계수로 나  값

의 백분율로 구하 다(Fig. 1).

  정성  분석은 SPECT 상을 육안으로 독하여 

측두하악 내 방사선동 원소의 섭취가 두개기

부 sphenoid bone의 흑화도와 유사하게 증가된 부분

을 온 (hot spot)이라하고 온 이 나타난 상의 수

를 평가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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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teral view of planar scintigraphy showing 

increased radionuclide uptake. C is radio-

nuclide uptake counts of TMJ and B2 is 

background.

3. 연구방법

1) 치료 과 후의 골스캔  SPECT 비교

  골 염군의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조군과 비교하 다.

  골 염군과 조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후와 각각 비교하

다.

Fig. 2. Transverse and coronal axis images of SPECT. A shows the activity of TMJ. B was used 

to evaluate TMJ joint activity which is the middle area of cranial base.

2) 병력기간에 따른 골스캔  SPECT 비교

  병력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성군의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6개월 이상인 만성군과 

비교하 다.

  성군과 만성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후와 각각 비교하 다. 

3) 기여요인에 따른 골스캔  SPECT 비교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에서 사용하는 측두하악

장애환자의 문진 목록의 외상, 악습 , 정신사회  배

경에 하여 각각의 기여요인이 있는 군과 없는 군으

로 나 었다. 

  외상 병력이 없는 군의 골스캔의 SUR  SPECT

의 온  개수를 외상 병력이 있는 군과 비교하 다. 

  외상 병력이 없는 군과 있는 군에서 치료  골스

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후와 각

각 비교하 다.

  악습 이 없는 군의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개수를 악습 이 있는 군과   비교하 다. 

  악습 이 없는 군과 있는 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후와 각각 비

교하 다.

  정신사회  배경이 없는 군의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개수를 정신사회  배경이 있는 군과 

비교하 다.

  정신사회  배경이 없는 군과 있는 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후

와 각각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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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상의 정도에 따른 골스캔  SPECT 비교

  통증, 잡음, 개구제한을 수의 등 에 의한 유추

척도(Numerical Analogue Scale : NAS, range 1～

10)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통증, 잡음, 개구제한

의 수치가 6미만의 환자군과 6이상인 환자군으로 나

었다.

  통증에 한 NAS 수치가 6미만인 환자군의 골스

캔의 SUR  SPECT의 온  개수를 6이상인 환자군

과 비교하 다.

  통증에 한 NAS 수치가 6미만인 군과 6이상인 군

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

수를 치료 후와 각각 비교하 다. 

  음에 한 NAS 수치가 6미만인 환자군의 골

스캔의 SUR  SPECT의 온  개수를 6이상인 환자

군과 비교하 다.

  음에 한 NAS 수치가 6미만인 군과 6이상인 

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후와 각각 비교하 다.

  개구제한에 한 NAS 수치가 6미만인 환자군의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개수를 6이상인 환

자군과 비교하 다.

  개구제한(Limitation of Motion : LOM)에 한 

NAS 수치가 6미만인 군과 6이상인 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후

와 각각 비교하 다. 

5) 치료 방법에 따른 골스캔  SPECT 비교

  물리치료, 약물치료  교합장치(Splint)를 이용하

Osteoarthritis

(n=42)

Control

(n=12)
P-value

Bone scan

(SUR)
†

Before

After

P-value

1.453 ± 0.442

1.249 ± 0.311

0.000

1.205 ± 0.340

1.158 ± 0.206

0.494

0.049

0.245

Coronal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3.60 ± 1.19

3.05 ± 1.01

0.006

2.33 ± 1.16

2.08 ± 1.16

0.339

0.004

0.019

Transverse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3.07 ± 1.33

2.38 ± 1.13

0.001

1.50 ± 1.24

1.50 ± 1.09

1.000

0.001

0.024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1.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in osteoarthritis group and control group before and after 

treatment.

여 치료한 군의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교합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만 시행한 군과 비교하 다. 

  교합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한 군과 이용하지 않고 

치료한 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료 후와 각각 비교하 다. 

6) 치료 기간에 따른 골스캔, SPECT 비교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군의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1년 이상인 군과 비교하 다.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군과 1년 이상인 군에서 치

료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

료 후와 각각 비교하 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로그램(SPSS 10.0 for 

window)를 이용하 으며 골 염군과 조군 사이

의 차이와 골 염군에서 각 임상증상의 특징에 따

른 차이, 치료 , 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t-test를 이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치료 , 후 골스캔, SPECT 비교

  치료 의 경우,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는 조군에 비해 골 염군에서 모두 유의

하게 높았다(P<0.05). 

  골 염군의 경우,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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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는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

소하 다(P<0.01). 반면 조군의 경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병력기간에 따른 골스캔, SPECT 비교

  성군의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

는 만성군과 차이가 없었다. 

  만성군의 경우,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는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반면 성군의 경우에서는 차이가 없었

다(Table 2).

Acute

(n=13)

Chronic

(n=29)
P-value

Bone scan

(SUR)†

Before

After

P-value

1.489 ± 0.549

1.319 ± 0.448

0.103 

1.437 ± 0.399

1.217 ± 0.229

0.002 

0.760 

0.451 

Coronal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3.77 ± 1.36

3.31 ± 0.86

0.165 

3.52 ± 1.12

2.93 ± 1.07

0.021 

0.566 

0.233 

Transverse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3.23 ± 1.48

2.77 ± 0.93

0.213 

3.00 ± 1.28

2.31 ± 1.18

0.001 

0.632 

0.106 

Table 2.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in acute group and chronic group.

Negative

(n=36)

Positive

(n=6)
P-value

Bone scan

(SUR)
†

Before

After

P-value

1.437 ± 0.470

1.236 ± 0.325

0.002 

1.547 ± 0.207

1.323 ± 0.223

0.007 

0.356 

0.431 

Coronal

SPECT

(Hot Spot)‡

Before

After

P-value

3.58 ± 1.25

2.97 ± 1.06

0.009 

3.67 ± 0.82

3.50 ± 0.55

0.363 

0.837 

0.087 

Transverse

SPECT

(Hot Spot)‡

Before

After

P-value

3.50 ± 1.39

2.31 ± 1.17

0.002 

3.50 ± 0.84

2.83 ± 0.75

0.235 

0.253 

0.179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3.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according to trauma history.

3. 기여요인에 따른 골스캔, SPECT 비교

  치료 의 경우에는 외상의 병력의 유무, 악습 의 

유무, 정신사회  배경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외상의 병력이 없는 군에서,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는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그러나, 외상의 병력

이 있는 군에서는 골스캔의 SUR만 치료 후에 유의하

게 감소하 다(P<0.01, Table 3).

  악습 이 있는 군에서, 골스캔의 SUR  SPECT

의 온 의 개수는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

게 감소하 다(P<0.01). 하지만, 악습 이 없는 군에

서는 통계  유의성이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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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사회  배경이 없는 군에서,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는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반면, 정신사회  배

경이 있는 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5).

4. 증상의 정도에 따른 골스캔, SPECT 비교

  통증에 한 NAS가 6미만인 군의 경우,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는 치료 에 비해 치

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반면, 통증에 

한 NAS가 6이상인 군에서는 SPECT의 횡단면상

Negative

(n=12)

Positive

(n=30)
P-value

Bone scan

(SUR)
†

Before

After

P-value

1.421 ± 0.353

1.231 ± 0.214

0.094 

1.466 ± 0.478

1.256 ± 0.346

0.002 

0.738 

0.785 

Coronal

SPECT

(Hot Spot)‡

Before

After

P-value

3.67 ± 1.37

2.58 ± 1.51

0.035 

3.57 ± 1.14

3.23 ± 0.68

0.086 

0.825 

0.059 

Transverse

SPECT

(Hot Spot)‡

Before

After

P-value

3.25 ± 1.29

2.50 ± 1.31

0.056 

3.00 ± 1.36

2.33 ± 1.06

0.006 

0.582

0.700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4.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according to parafuctional habit.

Negative

(n=26)

Positive

(n=16)
P-value

Bone scan

(SUR)†

Before

After

P-value

1.478 ± 0.443

1.216 ± 0.212

0.002 

1.413 ± 0.452

1.301 ± 0.431

0.070 

0.656

0.400 

 

Coronal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3.65 ± 1.09

2.88 ± 1.14

0.003 

3.50 ± 1.37

3.31 ± 0.70

0.549 

0.706

0.141

Transverse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3.38 ± 1.13

2.38 ± 0.90

0.000 

2.56 ± 1.50

2.38 ± 1.45

0.530

0.071

0.979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5.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according to psychosocial context.

에서만 온 의 개수가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

의하게 감소하 다(P<0.01, Table 6).

  음에 한 NAS가 6미만인 군의 경우, 골스캔

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는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Table 7). 

  개구제한에 한 NAS가 6미만인 군의 경우, 골스

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는 치료 에 비

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반면, 

NAS가 6이상인 군에서는 SPECT의 횡단면상에서만 

온 의 개수가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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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36) ≧ 6 (n=6) P-value

Bone scan

(SUR)
†

Before

After

P-value

1.426 ± 0.411

1.260 ± 0.323

0.002 

1.619 ± 0.617

1.179 ± 0.242

0.093 

0.489 

0.490 

Coronal

SPECT

(Hot Spot)‡

Before

After

P-value

3.47 ± 1.21

2.95 ± 1.04

0.018 

4.33 ± 0.82

3.67 ± 0.52

0.175 

0.054

0.020

Transverse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2.94 ± 1.37

2.39 ± 1.20

0.010 

3.83 ± 0.75

2.33 ± 0.52

0.007 

0.039

0.851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6.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according to scale of pain.

< 6 (n=38) ≧ 6 (n=4) P-value

Bone scan

(SUR)
†

Before

After

P-value

1.436 ± 0.453 

1.246 ± 0.323

0.001 

1.614 ± 0.313

1.372 ± 0.113

0.102 

0.358

0.107

Coronal

SPECT

(Hot Spot)‡

Before

After

P-value

3.53 ± 1.22

3.00 ± 1.04

0.016 

4.25 ± 0.50

3.50 ± 0.58

0.058 

0.054

0.191

Transverse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3.05 ± 1.39

2.37 ± 1.17

0.002 

3.25 ± 0.50

2.50 ± 0.58

0.058 

0.572

0.716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7.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according to scale of noise.

5. 치료 방법에 따른 Bone scan, SPECT 비교

  물리치료, 약물치료와 함께 교합장치를 사용하여 

치료한 군에서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는 치료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Table 9). 

6. 치료 기간에 따른 Bone scan, SPECT 비교

  치료 의 경우, 골스캔의 SUR  SPECT의 온

의 개수가 치료기간이 1년 미만인 군에 비해 1년 이

상인 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Table 10).

Ⅳ. 총   고찰

  측두하악 장애의 진단에 사용되는 상 검사 

 핵의학  검사는 골무기질량의 30-50%이상 변화

되어야 병변이 나타나는 일반 방사선 검사법에 비하

여, 10% 정도의 조골세포의 활성도 증가에도 양성반

응을 보이므로 골질환 뿐만 아니라 질환과 연조

직질환의 평가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며, 측두하악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과 원인 감별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음은 이미 여러 보고를 통해서 알려져 있다
5,6,9-14).

  Osterreich 등
8)
은 이환된 의 골병변의 정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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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32) ≧ 6 (n=10) P-value

Bone scan

(SUR)
†

Before

After

P-value

1.475 ± 0.428

1.277 ± 0.337

0.000 

1.383 ± 0.503

1.157 ± 0.198

0.195 

0.609

0.177

Coronal

SPECT

(Hot Spot)‡

Before

After

P-value

3.44 ± 1.24

2.91 ± 1.09

0.030

4.10 ± 0.88

3.50 ± 0.53

0.081 

0.075

0.026

Transverse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2.81 ± 1.38

2.34 ± 1.23

0.041

3.90 ± 0.74

2.50 ± 0.71

0.001 

0.003

0.621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8.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according to scale of mouth opening limitation.

Without splint (n=8) With splint (n=34) P-value

Bone scan

(SUR)†

Before

After

P-value

1.255 ± 0.358

1.086 ± 0.193

0.144 

1.500 ± 0.452

1.287 ± 0.323

0.001 

0.123

0.035

Coronal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3.13 ± 1.13

2.50 ± 1.20

0.305 

3.71 ± 1.19

3.18 ± 0.94

0.012 

0.221

0.168

Transverse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P-value

2.75 ± 1.28

2.00 ± 0.93

0.142 

3.15 ± 1.35

2.47 ± 1.16

0.003

0.452

0.241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9.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according to splint therapy.

< 12month (n=23) ≧ 12 month (n=19) P-value

Bone scan

(SUR)
†

Before

After

1.200±0.291

1.098±0.207

1.759±0.401

1.431±0.323

0.000

0.001

Coronal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3.26±1.01

2.78±1.13

4.00±1.29

3.37±0.76

0.050

0.052

Transverse

SPECT

(Hot Spot)
‡

Before

After

2.61±1.27

1.78±1.00

3.63±1.21

3.11±0.81

0.011

0.000

† : SUR(Simple Uptake Rate) ‡ : Number of hot spot

Table 10. Activities of bone scan and SPECT according to treat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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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존  치료에 한 경과 찰  조 술 시행 

의 성별검사로서 SPECT를 이용한 반정량 인 분

석이 유용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Katzberg 등17)은 

평면 골 스캔  SPECT 연구에서 이들이 측두하악

 내장증을 특이 으로 진단하지는 못하지만 질

환의 과정이나 회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히 유

용한 수단임을 보고하 다. 하지만 측두하악 장애

의 치료 후의 경과 찰에서 골스캔  SPECT을 이

용한 연구결과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

서는 진 시 이환 의 통증, 잡음, 방사선 상

의 골 변화를 기 으로 하여 진단을 내리고, 골스캔과 

SPECT을 이용하여 측두하악 을 평가하고 임상

 특징에 따른 차이를 비교 하 다. 

  측두하악 의 골 염에 이환된 에서 골스

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골 염에 이

환되지 않은 에 비해 모두 증가된 소견을 보여 

임상검사와 골스캔  SPECT의 결과가 일치하는 소

견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김 등11)이 측두하악 장

애환자에서 골스캔을 시행하여 10만계수의 양측 두

경부 상을 얻고, 양측 측두하악  각각의 단순 섭

취율과 양측사이의 차이를 구해서 측두하악 장애

의 원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보고한 측두하

악 의 단순 섭취율이 염이 이환 된 환자에서 

가장 높았고, 원  변 의 환자에서는 염 환

자에서보다는 낮았으나 자원자의 에서보다는 높

았고, 이환되지 않은 과 자원자의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측두하악 의 골 염에 이환된 의 치료 

후의 골스캔 SUR의 변화는 골 염에 이환되지 않

은 의 치료 후의 골스캔 SUR 변화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되었고, SPECT의 온 의 수도 골 염에 

이환된 에서 온 의 개수가 골 염에 이환되

지 않은 에 비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측두하악 의 염에 

한 보존  치료는 골 염의 치료에 효과가 있으나 

정상 에는 별다른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병력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성군과 6개월 이상의 

만성군의 진 시 골스캔과 SPECT의 소견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만성군에서 치

료 후 골스캔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성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병력기간

이 길수록 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Wedel과 Carlsson21)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악습 을 가진 환자군과 가지지 않은 환자군은 

진 시 골스캔의 차이가 없었고, 치료 후 악습 이 있

는 환자군에서만 골스캔의 SUR이 유의하게 개선되

었다. 한, 정신사회  기여요인이 있는 군과 없는 

군사이의 진 시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의 차이는 없었지만 정신사회  기여요인이 없

는 군에서 치료 후 골스캔 SUR과 SPECT의 온 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Salter 등20)이 보고한 정신사회 인 문제가 있는 환자

는 치료의 후가 그 지 않은 환자에 비해 좋지 않

았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결과로 미루어 악

습  역시 스트 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에서 스

트 스를 조 하는 것이 측두하악 의 골 염 

치료에 요한 부분임을 생각할 수 있다. 

  진 시 통증이나 음  개구제한에 한 불편

감이 은 환자일수록 치료 후 골스캔 SUR과 SPECT 

온 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와 연 지어 생

각해 볼 때, 진 시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일수록 치료 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통증의 강도, 장애의 정도, 우울증 수, 신체화장

애 수, 하악기능장애 수에서 상 계를 보여주었

다는 오 등
22)

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치료방법에 있어서 물리치료, 약물치료와 함께 교합

장치를 이용한 치료법에서 골스캔 SUR 과 SPECT 온

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합장치 치료를 포함한 보존  치료를 통해 32명의 

장애 환자에서 84%의 성공률을 보고한 Greene과 

Markovic
23)

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치료기간도 1년 이상 장기간 치료한 환자들의 골스

캔 SUR 과 SPECT 온 의 수가 치료 후 유의하게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 염은 시간이 지

날수록 증상이 차 심해지다가 9개월의 병력을 정

으로 증상이 다시 완화된다고 보고한 Ogus와 Toller 
24)

의 연구결과와 연 해서 생각해 볼 때 진행과 완화

의 과정을 거치는 염의 특성상 충분한 치료기간

을 두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골 염의 재발을 억

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측두하악 의 골 염 환

자의 치료 시에는 기여요인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물

리치료, 약물치료  교합안정장치를 이용하여 장기

으로 치료하는 것이 후가 좋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비록 치료 후에 다시 골스캔과 SPECT을 시행하여 

치료  진단 시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었던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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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었고, 측두하악 의 골 염에 한 진단

이 문가의 임상 인 진단에 의존하 다는 과 

SPECT의 평가가 자에 의해서만 시행되었다는 것

이 이 연구의 제한 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본 논문

의 결과는 측두하악 의 골 염의 진단과 경과 

찰에 골스캔과 SPECT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자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부산 학

교병원 구강내과에 측두하악 장애를 주소로 내원

한 환자  임상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측두

하악 의 골 염으로 진단되어, 진 시와 종결 

시에 골스캔과 SPECT를 각각 촬 한 환자 27명을 

상으로 골스캔의 SUR 와 SPECT의 온 의 개수를 치

료 ,후로 비교하고 병력, 기여요인, 증상, 치료방법, 

치료기간 등을 기 으로 골스캔의 SUR 과 SPECT의 

온 의 개수를 비교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골 염에 이환된 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골 염에 이

환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소견을 

보 다(P<0.05).

2. 골 염에 이환된 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과 SPECT 온 의 개수가 보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3. 교합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한 군에서 골스캔의 

SUR 과 SPECT 온 의 개수가 치료 후에 유의하

게 감소하 다(P<0.01,P<0.05).

4. 만성군에서 치료  골스캔의 SUR 과 SPECT의 

온 이 치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5. 음에 한 불편감 정도가 낮은 환자군의 치료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치

료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6. 외상 병력이 없고, 악습 이 있고, 정신사회  배경

이 없는 환자일수록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치료 에 비해 치료후에 히 낮

았다. 

7. 진 시 골스캔의 SUR과 SPECT의 온 의 개수가 

높을수록 많은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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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valuation of Bone Scan and SPECT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TMD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Byeong-Soo Kim, D.D.S., Yong-Woo Ahn, D.D.S.,M.S.D.,Ph.D. 

Myung-Yun Ko, D.D.S.,M.S.D.,Ph.D., June-Sang Park,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Busan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in patients with TMJ osteoarthritis. 

  99mTc-MDP bone scan and SPECT were done in 27 patients, total 54 temporomandibular joints were examined with 

clinical examination, plain radiography. 42 TMJs were osteoarthritis and 12 TMJs were normal case, clinically diagnosed.

  We compared osteoarthritis group and control group of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thus we compar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bone scan(SUR) and bone SPECT(hot spot) according to history, contributing factor, 

symptom degree, treatment, treatment perio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activity of osteoarthritis group were higher than control group(P<0.05, P<0.01).

2.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activity were decreased after treatment at TMJ with osteoarthritis(P<0.01).

3.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activity were decreased at treatment group with splint(P<0.01, P<0.05).

4.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activity were decreased at Chronic group(P<0.01, P<0.05).

5.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activity were decreased at low noise NAS(<6) group(P<0.01,P<0.05).

6.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activity were decreased at TMD patient with parafunctional habit and without 

trauma history, psychosocial factor.

7. Bone scan(SUR) and SPECT(hot spot) activity were higher at before treatment required more treat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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