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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  골 염 진단에 있어

산화 단층촬 의 유용성

연세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미․최종훈․김성택․권정승․안형

  골 염은  연골의 진 인 소실, 연골하 골의 재형성  경화, 골증식체 형성을 포함하는 일련의 퇴행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질환으로, 측두하악 의 과도한 사용이나 신 질환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측두하악  골 염은 임상

으로는 통증으로 인한 하악운동제한, 염발음,  진시 국소  압통 등의 특징  소견을 나타내며 방사선 사진 상으로 

구조  골변화가 포함되어야 확진을 내릴 수 있다. 일반 으로 측두하악 의 평가를 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 방사

선 사진은 노라마 방사선 사진, 횡두개 방사선 사진, 횡인두 방사선 사진 등의 단순 촬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촬

은 측두하악 의 골구조를 평가하는 데 있어 여러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검사  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통한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진단과 산화 단층촬  상에 

나타나는 퇴행성 골변화를 비교해보고, 하악과두의 골변화 유무를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산화 단층촬 을 비교하여 확

인함으로써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진단에 있어 임상 진단  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한계와 산화 단층촬 의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측두하악  골 염은 병인이 명확히 밝 지지 않았으며 진단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측두하악  골 염의 확

진을 해서는 임상 검사 뿐 아니라 방사선 사진 촬 을 통해 골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 촬 은 여러 가지 

제한 과 한계를 가지므로 측두하악 의 골변화 유무를 확인하기 해서는 산화 단층촬 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산화 단층촬 , 측두하악  골 염, 퇴행성 질환

1)Ⅰ. 서    론

  골 염은  연골의 진 인 소실, 연골하 골

의 재형성  경화, 골증식체 형성을 포함하는 일련의 

퇴행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의 퇴행성 질환이

다.1) 연령의 증가와 의 과도한 부하가 퇴행성 변

화의 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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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행성 변화의 병태생리  기 은 여 히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골 염을 방하거나 골

염이 나타났을 때 그 진행을 늦추려는 노력은 과학

인 근보다는 추측이나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골 염 치료는 주로 증상 완

화에 그 목 이 있으며, 치료 효과도 충분히 만족스럽

지 못하다.
2) 

  골 염은 측두하악 에서 발생하는 염 

의 하나로 퇴행성 질환(degenerative joint 

disease)이며,
3)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측두하악

의 과도한 사용이나 신 질환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골 염은 의 진성 염증반응은 아니며, 

면과 하부 골조직이 괴되는 비염증성 질환으로 

 연골의 소실, 퇴행과 연 되어  구조의 변화

를 야기하는 기능 장애이다.4)

  골 염의 가장 흔한 원인요소는  조직에 가

해지는 과부하이다. 측두하악  내에서는 지속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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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괴된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을 합성하는 

생리  응 과정이 나타나며, 이화반응과 동화반응

이 균형을 이루어 에 가해지는 부하에 응하여 

기능을 한다. 그러나 측두하악  부 가 병 인 상

태가 되면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 사이의 균형이 깨지

면서 원래 조직보다 하  조직이 합성되고, 응 과정

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측두하악 에 퇴행

성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5-8) 측두하악 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주변 구조가 병 으로 변화하

거나 혹은  변화에 한 보상 작용이 일어나 

의 운동 제한,  잡음, 과두 걸림, 염발음,  부

의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4) 측두

하악 에 한 과부하가 감소되면 골의 형태이상은 

잔존하지만 골 염이 응된 상태로 남을 수 있는

데 이를 골 증(osteoarthrosis)이라고 한다.9)

  측두하악  골 염은 병력 청취, 임상 진단, 방

사선 사진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임상 으

로는 통증으로 인한 하악운동제한, 염발음,  진

시 국소  압통 등의 특징  소견을 나타내며, 방사선 

사진 검사 결과 구조  골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 골

염을 확진할 수 있다.3)

  측두하악 의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노라마 

방사선사진, 횡두개 방사선 사진, 횡인두 방사선 사진 

등의 단순 촬 이 진단 기에 리 사용되고 있다.10) 

그러나 측두하악 은 부의 골 구조가 작고, 해

부학 으로 범 한 두개골에 의해 이 가려지

므로 단순 촬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체 부분  

하나이며,
11)
 단순 촬 은 상의 왜곡이 있고 주변 구조

물과 첩되며 표 화되지 않은 상이라는 한계로 

인해 측두하악 의 구조를 자세히 확인하는 데는 

합지 않다. 한 측두하악 의 구조  변화나 병

변이 기에는 충분한 골조직의 탈회가 일어나지 않

아 단순 촬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12-16) 

따라서 단순 촬 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측두하

악 의 상 기술이 지속 으로 발 되어 왔으며, 

산화 단층촬 , 조 술, 자기공명 상 등이 사

용되어 왔다. 산화 단층촬 이 기에는 통상 으

로 사용되던 기존의 방사선 사진과 달리 경조직과 연

조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측두하악  원 장

애를 진단하는 데 리 쓰 으나, 재는 자기공명

상이 리 사용되면서 연조직을 확인하는 데는 그 

요성이 감소하 고 주로 골병변이나 골구조를 확인

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6,7,17)

 특히 골병변

이 존재하는 경우에 산화 단층촬 은 높은 민감도

와 특이도를 보인다.
10,18)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은 잘 알

려져 있지 않으나 1-84%까지 범 하게 보고되고 

있다. Israel 등
19)

의 연구에 의하면 20명의 환자를 

상으로 임상 검사  측두하악 의 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임상 검사를 통한 퇴행성 질환의 진

단은 10% 미만이었으나 경 검사 상에서는 약 

70%가 퇴행성 변화를 보 다. 한 Westesson과 

Rohlin20)의 연구에 의하면 측두하악  부검 표본 

127개를 무작 로 선택하여 골변화  원 의 

치를 확인한 결과, 40%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1.9-3.4% 정도로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실질 인 의 퇴행성 골변화에 비해 임

상 진단을 통한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유

병율이 낮게 보고되고 있다.21-24) 이러한 임상 진단과 

측두하악 의 실질 인 퇴행성 골변화의 차이는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임상 진단이 

의 운동 제한,  잡음, 과두 걸림, 염발음, 통증 등 

측두하악 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 인 임

상 소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므로 측두하악  퇴

행성 질환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한, 측두하악 의 퇴행성 골변화를 직  확

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측두하악  수술 시에 확

인하거나 사후 부검조직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경우

가 많으며, 임상 으로 측두하악 의 기능에 따른 

생리 인 재형성 변화와 측두하악 의 퇴행성 변

화를 구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 검사  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통한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진단

과 산화 단층촬  상에 나타나는 퇴행성 골변화를 

비교해보고, 하악과두의 골변화 유무를 노라마 방

사선 사진과 산화 단층촬 을 비교하여 확인함으

로써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진단에 있어 

임상 진단  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한계와 산화 

단층촬 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연세

학교 치과 학병원 구강내과, 턱   안면통증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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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닉에 내원한 환자   부 의 통증이나 염발음, 

안모변화, 치부 개교합의 진행 등의 증상을 호소하

여 측두하악 의 진시 압통 여부, 개구  폐구시

의 음의 여부  종류를 포함하는 임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측두하악  골 염 혹은 골 증

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어 산화 단층촬 을 시행

한 환자 450명을 상으로 하 다. 단, 외상 병력이 

있거나, 류마티스성 염 등과 같은 측두하악

에 향을  수 있는 신 질환이 있는 경우는 배제

하 다.

2. 연구방법

  상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보고 환자의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와 주소, 병력, 신 질환 유무, 외상 유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 으며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산화 단층촬 을 분석, 비교하 다.

1) 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분석

  정  시상면이 심에 오도록 두부의 정 선과 촬

기의 정  지시선을 일치시키고, Frankfort plane이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한 상태에서 Cranex3+Ceph
®
 

(Soredex Orion Co., Helsinki, Finland)를 이용하여 

촬 한 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분석하 다.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하악 과두에 골증식

체(osteophyte), 침식(erosion), 골경화(sclerosis), 함

몰(concavity)의 4개 항목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여 골

변화 유무를 평가하 다(Table 1).

  2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노라마 상의 골변화 유무

를 각각 독립 으로 평가하 으며 검사자간 불일치

Term Definition

osteophyte
local outgrowth of bone arising from 

a mineralized joint surface

erosion
local area of rarefaction in the 

cortical plate of a joint surface

sclerosis
thickening of cortical bone on a joint 

surface

concavity
concavity in the bone contour with a 

wall

Table 1. Definitions of radiologic features 

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의 검사자가 독립 으로 골변

화 유무를 평가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2) 산화 단층촬 의 분석

  산화 단층촬 은 CT Highspeed Advantage® 

(GE Medical system, Milwaukee, USA)를 이용하여 

200 mA, 120 kV, scanning time 1 , matrix size 

512x512, 15cm field of view로 1.0 mm 상층두께의 

조건으로 시행되었다. 산화 단층촬  상에서 하악 

과두의 침식(erosion), 치 골의 불연속(disco-

ntinuity), 하악 과두와  융기의 골경화(sclerosis)

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여 골변화 유무를 평가하 다.

  2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산화 단층촬  상의 골변

화 유무를 각각 독립 으로 평가하 으며 검사자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제 3의 검사자가 독립 으로 

골변화 유무를 평가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3)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USA) V9.01. 로그램

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성별  연령에 따른 측두하

악  퇴행성 질환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Pearson's chi-square test를 이용하 고 연령의 증

가에 따른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증가 여

부를 확인하기 하여 Cochran-Armitage trend test

를 시행하 다.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산화 단층

촬  사진을 통한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Pearson's chi-square test

를 이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환자의 분포

  본 연구에 포함된 총 450명의 환자  여성이 350

명으로 77.8%, 남성이 100명으로 22.2%로 나타났다. 

환자의 연령은 11세에서 70세에 걸쳐 분포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9.2±13.1세 다. 성별에 따른 평균 연령

의 경우, 여자가 30.3±13.5세, 남자가 25.4±11.2세로 나

타났다. 연령 분포는 10 가 30.7%(138명), 20 가 

34.4%(155명), 30 가 14.7%(66명), 40 가 10.2%(46

명), 50 가 6.7%(30명), 60 가 3.3%(15명)로 나타났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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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age and sex of the patients

Fig. 2. Distribution of patient’s chief complaints 

2. 환자의 주소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 으며, 다양한 임

상 양상을 보 다.

  환자들의 호소한 주된 증상은 통증이 378명으로 

84.0% 고, 잡음이 195명으로 43.3%, 개구제한이 

74명으로 16.4%를 나타냈으며, 부정교합이 24명, 개

구시 걸리는 느낌  턱이 잘 안 맞는 느낌을 호소하

는 환자가 23명, 턱이 차 틀어지는 등의 안모변화를 

호소한 환자가 21명, 안면부 비 칭이 15명, 치부 

개교합이 생겼거나 교합의 변화를 호소한 환자가 15

명, 염발음이 11명, 이갈이, 코골이 등의 부기능 습

이나 교정 치료  턱  상태에 한 평가를 하

여 의뢰된 환자가 18명이었다. 한 환자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각각의 증상을 개별 으로 취

하 다(Fig. 2).

3. 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통한 측두하악 의 퇴

행성 골변화의 확인

  측두하악 에 통증이 있고 노라마 방사선 사

진에서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찰된 환

자는 141명이었고, 측두하악 에 통증이 없고 노

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

화가 찰된 환자는 43명으로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찰된 환자는 

184명으로 체의 40.9%로 나타났다.

4. 산화 단층촬 을 통한 측두하악  퇴행성 골

변화의 확인  환자의 분포

  측두하악 에 통증이 있고 산화 단층촬  상

에서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찰된 환자

는 192명이었고, 측두하악 에 통증이 없고 산화 

단층촬  상에서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찰된 환자는 58명으로, 산화 단층촬  상에서 측

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찰된 환자는 250명

으로 체의 55.6%로 나타났다.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에 비해 산화 단층촬  상 측

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Fig. 3).

  산화 단층촬  상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

화가 나타난 환자 250명의 연령  성별에 따른 분포

는 다음과 같다(Fig. 4).

Fig. 3. Comparisons of clinical and panoramic 

finding and computed tomography finding of 

temporomandibular degenerative join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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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age and sex of the 

degenerative joint disease patients of 

temporomandibular joint

산화 단층촬  상 측두하악 에 퇴행성 변

화가 찰된 환자의 연령 분포는 10 가 69명, 20 가 

83명, 30 가 35명, 40 가 25명, 50 가 25명, 60 가 

13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측두하악  퇴행

성 변화가 나타난 환자의 비율은 10 에서는 

50.0%, 20 에서는 53.6%, 30 에서는 53.0%, 40 에

서는 54.4%, 50 에서는 83.3%, 60 에서는 86.7%로 

나타났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측두하악  퇴행성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p<0.05)(Fig. 5).

  성별에 따라서는 산화 단층촬 에서 측두하악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환자는 여성은 350명 

 213명으로 60.9%로 나타났고, 남성은 100명  37

명으로 37.0%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측두

하악  퇴행성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Fig. 6).

5.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산화 단층촬  사진의 

비교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특기할 만한 과두의 

골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나 산화 단층촬  상에

서 측두하악 의 골변화를 보이는 환자는 108명으

로 체 환자  24.0%로 나타났다.

  한편,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과두의 골변화

가 찰되었으나 오히려 산화 단층촬  상에서 측

두하악 의 골변화가 찰되지 않는 환자는 42명

으로 체 환자  9.3%로 나타났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Age)

(%)

TMJ degenerative
change

Fig. 5. Distribution of age of the degenerative joint 

disease patients of temporomandibular joint

Fig 6. Sexual difference of temporomandibular 

degenerative joint disease

Ⅳ. 총   고찰

  일반 으로 퇴행성 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

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의 부 도 다르

다.
25) 

신체 여러  부 에서 퇴행성 질환과 연

령 사이에 상 계가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며,26) 

Oliveria 등27)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5% 

이상에서 골 염이 하나 이상의 에 존재하고, 

40세 이후에는 골 염의 발생율이 모든 에서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부 에서는 지속 으로 생리 인 응 과정이 

나타나며, 일반 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에

서는 생리 인 변화와 병 인 변화가 첩되어 나타

나므로 두 가지 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측두하악 의 세포의 증식과 기질의 합성 등

과 같은 응 기능은 하악 과두에 하 이 감소되면 

감소되었다가 하 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

로 회복된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 이러한 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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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의 응 기능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응 기능의 감소가 구 으로 나타나므로 측두하

악 의 재생 기능이 감소하여 퇴행성 변화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2,5,28) 

본 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양

상을 나타내었다.

  퇴행성 질환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자주,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며, 신체 여러 에 동시에 

이환되는 경향이 있다.29) 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잡음과 염발음, 개구제한, 측두하악  부 의 

압통 등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의 징후가 더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30,31) 이는 일반 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측두하악 에 기능  에스트로겐 수

용체가 존재하는 것과 련하여 에스트로겐 농도가 

 통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2) 

본 연구

에서도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을 성별에 따

라 비교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측두하악  골 염은 병력 청취, 임상 검사를 

통해 진단하며, 방사선 사진검사 상 측두하악 의 

골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 확진하게 된다. 측두하악

 골 염의 임상 특징은 통증으로 인한 하악 운

동 제한, 염발음, 측두하악  진시 국소  압통 

등이나, 이는 측두하악  기능장애에서 흔히 나타

나는 비특이 인 증상이므로 확진을 해서는 방사

선 사진 검사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측두하악

의 평가를 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 방사선 사

진은 노라마 방사선 사진, 횡두개 방사선 사진, 횡

인두 방사선 사진 등의 단순 촬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촬 은 측두하악 의 골구조를 평가하

는 데 있어 여러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우선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골변화를 확인하려면 골조직의 충분한 

탈회가 일어나야 하며 이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

요되므로 골 염 기에는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 

과두가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33,34) 따라서 골

염 기에는 특징 인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단순 촬 을 이용하여 확진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

다. 한,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과두의 후방

부는 그 로 보이지만 과두의 외측극이 과두의 방

부에 보이며 과두의 내측극은 과두 앙부나 과두 후

방부와 첩되어 나타나므로 노라마 방사선 사진

에서는 과두의 외측극의 골변화만 확인할 수 있다.
35)
 

따라서 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골변화의 유무에 

한 일차  확인을 해 사용되어야 하며, 음성이 나

타날 수 있으므로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특기

할 만한 병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골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36)

  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노라마 방사선 사

진은 X선의 방향이 하악 과두의 장축과 평행하지 않

으므로 측두하악 의 단면이 비스듬하게 나타나며 

환자의 두부 치에 따라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하악 과두가 향을 받으므로 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  시에 두부가 기울어지게 되면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과두가 편평하게 보이거나 골경화가 나

타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42명의 환

자에서 측두하악 의 골변화가 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나타났으나 산화 단층촬  상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왜곡과 주변 구조물과의 첩, 측두하악 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재형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단층촬 은 1980년 에 측두하악 장애를 

평가하는데 리 사용되었으며 재는 측두하악

의 골성 변화나 비정상 인 골구조가 존재할 때 주로 

사용한다.37) 측두하악 에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측두하악 의 증식성 변화보다는 의 

침식이나 골경화, 골증식체, 과두의 편평화  와

의 재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골변

화는 산화 단층촬 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방사선 사진에 비해 골표면이나 내 골조각

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있어 더 유용하고 측두하악

의 골변화를 기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38,39)

  Muir와 Goss40)는 무증상의 측두하악 의 방사선

 형태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노라마 방사선 사

진 상에서 하악 과두의 골증식체(osteophyte), 침식

(erosion), 편평화(flattening), 골경화(sclerosis), 함몰

(concavity), 피질하 낭종(subcortical cyst)의 6개 항

목을 평가하 다. 그러나 측두하악 에는 기능과 

연령에 따른 응 과정으로 생리 인 재형성 골변화

가 병 인 변화와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에서 특징

인 골경화(sclerosis), 침식(erosion), 골증식체

(osteophyte), 함몰(concavity)의 4가지 항목만을 사

용하여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하악 과두의 골변

화를 평가하 다.

  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측두하악 에 한 

기 평가에 리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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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측두하악 의 퇴행성 변화, 특히 기에 

나타나는 골변화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의 하악 과두와 

산화 단층촬 의 하악 과두의 골변화 유무를 비교한 

결과,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특기할만한 과두

의 골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환자  24%에서 산화 

단층촬  상의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노라마 방사선 사진으로 골변화의 확인이 어려운 경

우에도 측두하악 의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노라마 방사선 사진만을 이용하여 진단

할 때에는 측두하악  퇴행성 변화를 간과하

기 쉬우며 이로 인해 측두하악 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골변화가 해진 후에 진단을 내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나 횡두개 방

사선 사진, 횡인두 방사선 사진 등 단순 촬  상에서 

하악 과두의 골변화가 찰될 때에는 물론이고, 측두

하악  부 에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지만 단순 촬

 상에서 하악과두의 골변화가 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화 단층촬 을 시행하여 하악 과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은 주로 증상에 

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에 퇴행성 질환

을 진단하지 못하면 측두하악 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더 범 한 골 괴가 나타나게 되고 증상

에 한 한 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한 측

두하악  퇴행성 질환은 퇴행성 변화가 단

된 후에도  융기의 골경화, 하악 과두 치 골의 

연속성 회복 등의 재형성 반응은 나타날 수 있으나 

괴된 골조직은 재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골 염

을 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은 특

징 인 임상 소견이 없으므로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

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임상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노라마 방사선 사진, 횡두개 방사선 사진, 횡

인두 방사선 사진 등의 단순 촬 을 통해서 골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골변화가 찰되어도 그 

정도나 양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골변화가 진행 

인지 재형성 과정을 통해 나타난 골변화인지 확인

할 수 없고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났

음에도 불구하고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골변

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 촬  상

에서 명확히 골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물론이고 측두

하악  퇴행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방사

선 사진 검사를 통해 측두하악 의 골변화 유무  

그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요하며 단순 촬  외에 

추가 으로 산화 단층촬 을 사용하여 측두하악

의 골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연세 학교 치과 학병원 구강내과, 턱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측두하악

 골 염 혹은 골 증으로 진단되거나 의심

되어 산화 단층촬 을 시행한 환자 450명의 임상검

사  노라마 방사선 사진, 산화 단층촬  사진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화 단층촬  결과 측두하악  퇴행성 

질환은 여성에서는 60.9%로 나타났고, 남성은 

37.0%로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측두하

악  퇴행성 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5).

2. 산화 단층촬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측두

하악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p<0.05).

3.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찰된 환자는 184명으로 40.9%로 나타

났으며, 산화 단층촬  상에서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찰된 환자는 250명으로 55.6%

로 나타났다.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타난 환자에 비해 산화 

단층촬  상 측두하악 에 퇴행성 골변화가 나

타난 환자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001).

4. 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산화 단층 촬 에서 측

두하악 의 퇴행성 골변화를 비교한 결과, 노

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측두하악 에 특기할

만한 골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나 산화 단층촬

 상에서 골변화가 찰된 환자는 108명으로 

24.0%로 나타났으며 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서 

측두하악 의 골변화가 찰되었으나 산화 단

층촬  상에서 측두하악 의 퇴행성 골변화가 

찰되지 않은 환자는 42명으로 9.3%로 나타났다.

 

  측두하악  골 염의 병인이 명확히 밝 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치료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골

염을 기에 진단하는 것이 요하다. 측두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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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염의 확진을 해서는 임상 검사 뿐 아니라 방

사선 사진 촬 을 통해 골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며 단순 촬 을 통해 일차 으로 골병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순 촬 은 여러가지 제한 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측두하악  골 염이

나 골 증의 진단을 해서는 추가 으로 산화 

단층촬 을 시행하여 골변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통해 측두하악  골 염을 기

에 진단하여 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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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Validity of Computed to Mography in Diagnosis of Temporomandibular Joint 

Osteoarthritis

Young-Mi Jeon, D.D.S.,M.S.D., Jong-Hoon Choi, D.D.S.,M.S.D.,Ph.D., 

Seong-Taek Kim, D.D.S., M.S.D.,Ph.D., Jeong-Seung Kwon, D.D.S.,M.S.D., 

Hyung-Joon Ahn,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Osteoarthritis is caused by joint degeneration, a process that includes progressive loss of articular cartilage 

accompanied by attempted repair of articular cartilage, remodeling and sclerosis of subchondral bone, and osteophyte 

formation. The most common causative factor that either causes or contributes to osteoarthritis is overloading of the 

articular structures of the joint. The diagnosis of temporomandibular joint(TMJ) osteoarthritis is based on the patient`s 

history and clinical findings such as limited mandibular opening, crepitation and tenderness to palpation on TMJ. The 

diagnosis is usually confirmed by TMJ radiographs, which will reveal evidence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subarticular 

bone of the condyle or fossa. Plain radiography techniques such as panoramic, transcranial, transpharyngeal views can 

be used in most dental offices for evaluation of the TMJs. However, plain radiographs are often limited due to 

overlapping and distortion of anatomical structur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linical examination and panoramic view with computed tomography for 

diagnosis of temporomandibular degenerative joint disease, and to compare the findings of condylar bony changes 

through panoramic radiography with that of computed tomography, hence, to confirm the limitations of clinical and 

panoramic radiography, and the validity of the computed tomography for diagnosis of temporomandibular degenerative 

joint disease.

  The pathophysiology of the TMJ osteoarthritis remains poorly understood, and current treatments are based more on 

speculation than science, and symptomatic treatments often fail to provide satisfactory pain relief. For diagnosis of TMJ 

osteoarthritis, clinical examination and radiographic examination for confirmation of the bony changes are essential, and 

computed tomography are clearly superior to plain radiographs for their limitations.

Key words : Computed tomography, Degenerative joint disease, Osteoarthrit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