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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악관절내장증은하악과두, 하악와, 관절결절에 해관절원판

이 상 적으로 비정상적인 위치관계를 갖는 질환이다1-2). 악관절

부위의동통은관절결절, 하악와, 하악과두, 관절원판, 활막, 관절

낭주위에나타나는관절성동통과저작근과악관절주위근육에

나타나는 근막성 동통으로 별되어지며3), 이중 관절성 동통은

악관절 내장증의 흔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악관절

내장증시의 동통은 관절원판의 변위에 의해, 관절원판의 하악두

에의 부착부 및 관절원판 후조직에 변형이 생겨 활막염과 관절

내압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가 동통을 야기시킨다고

추측되어지고있다3). 

관절원판 후조직은 혈관조직이 풍부하고 신경지배가 많으며

지질을 함유하는 소성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4) MRI T2 강조 상

에서 고강도신호소견을 보이며, 악관절 내장증에 의해 관절원판

후조직의 염증발생시 고강도신호소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교

실에서는 가톨릭 학교 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한 환

자중자기공명 상및임상소견상편측악관절내장증으로진단

된 환자에서 비이환측과 이환측의 원판 후조직의 자기공명 상

소견의 비교 및 임상소견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보고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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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mparison of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normal- and abnormal-side retrodiscal tissue,
and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examination, joint effusion and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in patients with unilateral
TMJ internal derangement.

The study group comprised 19 females and 9 males, with a mean age of 29 years. After measurements of the signal intensity were
made on the MR imager for the T2 weighted images on retrodiscal tissue and brain gray matter, we calculated relative value and tried
to find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examination, joint effusion and relative signal intensity on normal- and abnormal-si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gray matter is an appropriate reference point.
2. The relative signal intensity is high significantly in abnormal-side retrodiscal tissue compared with normal-side retrodiscal tissue.
3. The relative signal intensity is high significantly in painful joints compared with nonpainful joints and in joints with joint effusion

compared with joints without joint effusion.
4. The relative signal intensity in normal joints, joints with reduction and joints without reduction is increased in order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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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외과에 내원한 환자중 자기공명 상 및 임상소견상 편측

악관절 내장증으로 진단된 28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연

령범위는 14세부터 62세까지로 평균 29세 으며, 남자는 9명, 여

자는 19명이었다.

2. 연구방법

1) 자기공명 상

자기공명 상은 1.5 Tesla의 Magnetom Visionplus(Siemens, 독

일)를 사용하여 채득하 으며, 이중 폐구시의 시상면 T2 강조

상에서 상이 우수한 세컷을 선정하 다. 촬 시의 조건은 Table

1과같다.

2) 신호강도의측정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signal density를 측정하 다. 측정부위

는 기준점으로 하악와 최첨부의 직상부에 있는 뇌 gray matter

를, 관절원판 후조직은 관절원판 직후방 지점을 각각 계측하여

평균하 으며, 뇌 gray matter에 한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신호강도값을얻었다(Fig. 1).

3) 임상소견

4가지의임상소견즉, 총 56관절에서동통의유무, 이환측(28관

절)에서 동통의 기간 및 최 개구시 동통의 정도(score를 0에서

10까지구분), 두통의유무를조사하 다. 

각각을측두엽의 gray matter에 한관절원판후조직의상 적

신호강도값과연관성을알아보았다. 

4) 관절삼출액

이환측(28관절)에서 관절 삼출액의 정도 및 총 56관절에서 관

절 삼출액의 유무를 측두엽의 gray matter에 한 원판 후조직의

Table 1. MR imaging parameter

Time of repetition(msec)        2600

Time of echo(msec)           105

Field of view             158×180

slice thickness(mm)             3

Matrix size              196×256

Scan time               3min 45sec

MR parameter           T2-weighted image

Table 2. Grading system for categorizing joint effusion

on MR image

0  No bright T2 signal from joint compartments or dots or

lines of bright T2 signal along articular surface less than 2

planes

1 lines of bright T2 signal within folded articular disc,

or bright T2 signal locally in anterior or posterior

recess more than 3 planes

2 bright T2 signal to anterior recess in addition to

articular disc

3 bright T2 signal in the whole upper or lower joint

space

Category  definition

Fig. 1. Measurement of signal intensity. Brain gray

matter was measured on the right upper point of the

most superior condylar fossa and retrodiscal tissue

on the right posterior point of articular disc. 

(1. Brain gray matter, 2. retrodiscal tissue)

Fig. 2. Classifiaction of TMJ effusion

1. No bright T2 signal in articular space

2. Linear bright T2 signal within anterior displaced

disc

3. Bright T2 signal to anterior recess in addition to

articular disc

4. Bright T2 signal in the whole upper join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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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 신호강도값과 연관성을 조사하 다. 관절 삼출액의 정도

는고강도신호가보인면적이가장넓은단면을선택하여그양

에따라 0, 1, 2, 3으로분류하 다(Table 2, Fig. 2).

5) 통계처리방법

이상에서얻은각계측항목의신호강도의계측치및각계측항

목은 window 98 SAS version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으며, 각 계측치의 유의성검증 및 각 계측항목간의 상관관

계를 95% 유의수준에서검사하 다. 

Table 3. Signal intensity of brain gray matter

ID                        176.61 ± 47.56

Non-ID                     172.89 ± 42.58

SD : standard deviation

ID : abnormal-side

Non-ID : normal-side

P<0.05 (paired t-test)

Mean ± SD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and pain

with pain(n=19)               0.45 ± 0.21

without pain(n=37)              0.28 ± 0.10

P<0.01 (Wilcoxon rank sum test)

Mean ± SD

Table 4.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to

brain gray matter

ID                        0.43 ± 0.18

Non-ID                     0.25 ± 0.08

P<0.01 (paired t-test)

Mean ± SD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and headache

with headache(n=12)               0.42 ± 0.17

without headache(n=16)              0.44 ± 0.19

P<0.05 (Wilcoxon rank sum test)

Mean ± SD

Fig. 3.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and duration of pain

Fig. 4.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and degree of pain

Fig. 5.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and degree of joint e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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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관절원판 후조직의 신호강도에 한 기준부위로서 측두엽의

gray matter의 신호강도는 비이환측에서 172.89, 이환측에서

176.61로서 두군간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아 기준 부위로

서적절하 다(Table 3).

측두엽의 gray matter에 한관절원판후조직의상 적신호강

도값은 비이환측에서 0.25, 이환측에서 0.43으로서 이환측에서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은 비이환측에 비해 유의

성있게증가하 다(p<0.01, Table 4).

동통이 없는 37관절의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

은 0.28, 동통이 있는 19관절에서는 0.45로서 동통이 있는 경우에

유의성있게상 적신호강도값이증가하 다(p<0.01, Table 5).

동통의 기간(0-36개월) 및 동통의 정도(0-10)와 이환측의 관절

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과의 비교에서는 유의성있는

관계가없었다(Fig. 3, 4).

두통이없을 때,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신호강도값이 0.44,

두통이있을때 0.42로서유의성있는관계가없었다(Table 6).

이환측에서의 관절 삼출액의 정도에 따라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은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으나 유의성있는 차

이를보이지않았다(Fig. 5).

관절 삼출액이 없는 경우, 상 적 신호강도값은 0.31, 관절 삼

출액이있는경우는 0.44로서관절삼출액이관찰되는경우에유

의성있게증가한양상을보 다(p<0.01, Table 7).

정상부위군, 복위성 관절원판 전방전위군, 비복위성 관절원판

전방전위군 사이의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의 비

교에서는 각각 0.25, 0.37, 0.47로서 점차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p<0.01, Table 8).

Ⅳ. 고 찰

악관절 내장증은 하악과두와 관절결절에 한 관절원판의 기

능적 위치이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병율이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외국의한통계에의하면성인의 28%에서악관절증상

을호소할정도로매우흔한질환이다1-2).

MRI는 1984년에 Helm5)등에의해악관절질환의평가에응용된

이래 Katzberg6), Harm7) 등이 surface coil을 사용하여 해상도가 우

수한 상획득에 성공하 다. Tasaki와 Westesson은 coronal과

sagital imaging technique을 같이 사용할 때 진단 정확성이 95%에

이른다고 말하 다8). MRI는 낮은 고유의 조도를 가지는 조직

에 해 최상의 해상능을 제공하고,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비침습적이며, 환자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직접

적으로 다양한 단면의 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탁월

한 연조직 조도 해상능으로 인하여 악관절 질환의 진단에 있

어가장유용한 상진단방법으로정착되고있다9). 

MRI는촬 시사용되는조건에따라 T1 강조 상과 T2 강조

상으로구분할수있는데, T1 강조 상은관절원판, 근육, 하악과

두 등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 T2 강조 상은

종양, 관절강내 삼출액의 정도 및 염증성변화를 판단하는 데 유

용하다10). 악관절 역에서 각 구조물들은 고유의 신호강도를 나

타내는데, 즉 관절원판 후조직은 외측익돌근, 관절원판, 하악과

두및하악와의피질골보다고신호강도를나타낸다.

본 연구는 악관절 내장증 환자에서 관절원판 후조직의 염증성

변화에 의해 signal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T2 강조

상을선택하 다. 

이전까지의 연구는 정상부위군, 복위성 전방전위군, 비복위성

전방전위군으로 나누어 각각을 서로 비교한 것이 부분이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편측만 악관절 내장증을 지닌 환자를 선별하

여 같은 환자에서 정상부위군과 비정상부위군을 비교함으로써

타인간의 비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MRI상의 오차를 줄이려

하 다.

MRI 촬 시 가해지는 조건에 따라 신호강도의 발현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뇌 gray matter의 신호강도를 구하여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을 구하 다. 정훈등의 관

절원판 후조직의 MRI 신호강도에 한 연구에서는, 기준부위로

서 측두엽 뇌피질의 신호강도를 측정하 으며 정상위군, 복위

성 전방전위군, 비복위성 전방전위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11). 본연구에서도 뇌 gray matter의신호강도는비이환측

이나 이환측에서 유의성있는 차이가 없어 기준으로서 적절하

으며, 이는정훈등의연구결과와일치하 다. 

Kurita 등은 정상 악관절에 비해 병변이 있는 악관절의 관절원

판 후조직에서 혈관의 도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 고12),

Holmlund 등은 증상이 있는 악관절 내장증 환자의 관절원판 후

조직에서 충혈과 혈관주위에 염증세포 침윤을 관찰하 다13).

Scapino는 관절원판 후조직의 temporal part에서 확장된 정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 다14). 반면, Hall15)과 Isberg16) 등은 하악과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and diagnosis 

normal(n=28)               0.25 ± 0.08

ID with reduction(n=10)          0.37 ± 0.15

ID without reduction(n=18)      0.47 ± 0.19

P<0.01 (Kruskal -Wallis test)

Mean ± SD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signal intensity of

retrodiscal tissue and joint effusion

with joint effusion(n=14) 0.44 ± 0.17

without joint effusion(n=42) 0.31 ± 0.15

p<0.01(Wilcoxon rank sum test)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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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한 압박으로 혈행의 감소 및 동맥벽의 비 가 관찰된다

고 하 다. 그러나 Sano와 Westesson은 이러한 이견이 상반된 것

이 아니며, 아마도 같은 과정중에 다른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고 하 다. 증가된 혈행이 만성적이 되면서 혈관화가 감소하고,

섬유화가된것으로보고하 다17). 

악관절 장애 환자에 있어서 관절원판 후조직의 염증에 해서

도 의견이 분분하다. Holmlund 등은 악관절 내장증에 있어서 관

절원판후조직의염증성변화에 한조직학적인연구에서관절

원판 절제술을 시행받은 42명 47관절 중에서 30관절(64%)에서

염증소견을 보 고 이중 6관절(20%)에서는 뚜렷한 염증 소견을

보 다고 하 으며, 반면 조군에서는 염증 소견이 오직 한 관

절(5.5%)에서만 발견되어 악관절 내장증을 보인 환자들에 있어

관절원판 후조직의 염증 소견은 뚜렷하다고 하 다13). Merrill 등

도 또한 악관절 내장증을 가진 환자들의 조직검사 소견에서 67

명중 24관절(35.8%)에서중등도의심한염증소견을보 다고하

으며18) Bjornland와 Refsum은 악관절염이 있는 17관절과 악관

절 내장증이 있는 16관절을 관찰한 결과 악관절염이 있는 관절

에서 염증세포의 침윤이 뚜렷하 다고 하 다19). 반면에 Hall 등

은 악관절 내장증이 있는 26관절 모두에서 염증 소견은 뚜렷하

지않았다고하 으며20), Pereira 등은악관절증상이있는관절과

없는관절에서염증세포의침윤은뚜렷하지않았으며두군간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었다고 하 고21), Isacsson 등은 악관절

내장증을 가지고 있는 20관절중에서 2관절(10%)에서 림프구와

형질 세포가 조금 침착되어 있었다고 하 다22). Kurita 등은 악관

절 내장증이 있는 17관절의 관절원판 후조직 모두에서 염증 세

포는관찰되지않았다고하 다12). 

본 연구에서는 이환측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

이비이환측에비해유의성있게높았는데이는이환측관절원판

후조직의 혈행의 증가 또는 염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Sano와 Westesson은 T2 MR imaging을시행한 33명의악관절내

장증 환자들의 48 joints를 조사한 연구에서 동통이 있는 악관절

에서 동통이 없는 악관절보다 관절원판 후조직에서 유의성있게

높은 신호강도를 나타냈으며, 관절원판 후조직의 신호강도가 동

통의 정도가 심할수록 유의성있게 증가하 고, 악관절 내장증의

진단(정상부위군, 복위성 관절원판 전방전위군, 비복위성 관절

원판 전방전위군, 퇴행성 관절질환이 있는 비복위성 관절원판

전방전위군)과는 유의성있는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17). 본

연구에서도동통이있는경우에서관절원판후조직의상 적신

호강도값이 유의성있게 증가하 다. 그러나 악관절 내장증의 진

단에 따라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이 유의성있게

차이가 있었고, 동통의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성있는 관계를 찾

을수없었는데, 이는 Sano와 Westesson의논문과차이가있었다.

그러나, 이들 논문에서는 관절원판 후조직의 신호강도값만을 비

교하 기때문에본논문과차이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악관절 삼출액이 있는 경우에서 관절원판 후조직

의 상 적 신호강도값이 유의성있게 증가하 는데 이는 관절원

판 후조직의 염증이 악관절 삼출액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가능케하 다. 

Ⅴ. 결 론

악관절 장애를 주소로 가톨릭 학교 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

과에 내원한 환자중 임상소견 및 자기공명 상 소견상 편측 악

관절 내장증으로 진단된 28명의 환자를 상으로, T2 강조 상

에서 상이 우수한 세컷을 선정하여 reference point로 뇌 gray

matter에서, 그리고 관절원판 후조직에서 신호강도를 측정하여

상 적 신호강도값을 구하 다. 이를 비이환측과 이환측에서 서

로 비교하 으며, 임상소견 및 관절삼출액과의 연관성을 조사하

여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비이환측과 이환측의 뇌 gray matter의 신호강도가 유의성

있는차이가없어 reference point로적절하 다. 

2. 이환측의 관절원판 후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이 비이환측

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한고강도신호를나타내었다. 

3. 동통이 있는 경우와 관절 삼출액이 있는 경우의 관절원판 후

조직의 상 적 신호강도값이 동통이 없는 경우와 관절 삼출

액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강도신호

를나타내었다. 

4. 정상부위군, 복위성 관절원판 전방전위군, 비복위성 관절원

판전방전위군의순으로관절원판후조직의상 적신호강도

값은유의성있게증가하 다. 

5. 악관절삼출액의정도가심할수록관절원판후조직의상 적

신호강도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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