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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고가의 자기공명 상 진단을 신하여 상 으로 경제 인 진단방법으로 고해상도 음

 상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그 정확성과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방법 : 측두하악장애의 임상  증상  과두걸림, crepitation과 함께 통증을 호소하는 2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고해상도 음  촬 을 시행하 고, 고해상도를 가진 음 촬 시의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통상 인 방사선 사진인 

측두하악 의 횡두개 촬 을 Accurad X-200으로, 그리고 Dental CT를 촬 하 으며, 이를 임상소견과 더불어 비교항목

으로 선택하 다. 고해상도 음 의 진단학  가지 평가를 하여 통계학 으로 감수성, 특이성, 양성 상치, 음성 상치 

 정확도를 계산하 다. 

  결과 : 고해상도의 음  상은 골 염성 변화를 진단하는데 67.5%의 정확도를 보 으며, 원 의 치변화를 진

단하는데 92.5%를 보 으나,  주변조직인 낭, 원  후조직 그리고 주변 인 의 이상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정확

도가 55%를 나타내었다. 

  결론 : 향후 음  상을 얻기 한 한 기기의 발 과 고주 수의 transducer 등이 개발되고 시술자의 훈련과 경험

이 쌓이게 되면 매우 우수한 그리고 비침습 이고 근이 용이하며 경제 인 진단학 인 검사방법으로서 일반 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원  , 골 염, 음 , 측두하악  주변조직

1)Ⅰ. 서    론

  측두하악 의  내장증과 골 증은 측두하

악 장애의 일반 인 형태이다.1) 이 장애는 동통, 

음, 기능이상 등의 임상소견을 특징으로 한다.1-4) 

이의 진단을 하여 통상 으로 방사선 사진이나 단

층촬  등을 통하여 치나 성질, 그리고 연조직  

경조직의 변화를 측하여 왔다.5-8) 최근에는 여기에 

자기공명 상이 측두하악 의 병증을 진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9-11) 자기공명 상은 그 정확도와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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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우수하여 진단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나 경제 인 문제와 상을 얻는데 시간소요가 많은 

단 이 있어 모든 환자들에게 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11,12) 고해상도의 음 촬 기는  다른 진단기

로서 측두하악 의 연조직과 경조직을 찰하는데 

도입되고 있다.
13-15)

 악  내장증이나 하악과두의 

증의 진단에 음 상의 이용에 한 많은 연

구가 행해져 왔다.14-17) 최근 들어 고주 수의 trans-

ducer 가 개발이 되고 이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근골

격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에도 음  상이 많이 도

입되고 있다.17,19-21) 한 측두하악 에서도 악  

내장증 등을 묘사하거나 표 하는데 충분한 진단기

법으로 발 되었다.16,18,19) 원 의 나 내장증 

등을 진단하는데 정확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

으나 골 성 변화에 따른 하악과두 표면의 침식이

나 골변화 그리고 주변 인  등 지지조직의 변화에 

한 정확성에 하여는 보고된 것이 희소하다.20-26) 

한 이들은 모두 명확한 비교기 이나 표 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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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 고해상도의 음  기기를 용하여 

원 의 변 나 하악과두의 변화 그리고 주변인   

조직 등의 병리 인 측면을 진단하는데 그 정확성과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연구 상은 측두하악장애의 임상  증상  과두

걸림, crepitation과 함께 통증을 호소하는 20명의 환

자를 상으로 하 다. 음  촬 은 숙련된 방사선

과 의사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고해상도 음 기

기는 General Electrics 제품으로 12-MHz 선형 

transducer를 이용하 다. 음  촬 은 개구시와 

폐구시 하악의 치에서 시행하 으며, 피검자의 자

세는 앙와 에서 transducer는 하악지의 장축과 평행

하게 하여 골궁과 측두하악  상방에 치하게 

하 다. 한 상을 얻기 하여 transducer를 기

울이면서 한 치와 각도를 먼  설정한 뒤 본 

촬 을 행하 다. 원 의 치와 하악과두의 

치  형태  특징, 그리고 주변조직, 즉 인 나 

낭의 변화, 활액의 삼출 등을 찰하 다. 고해상도를 

가진 음 촬 시의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통상

인 방사선 사진인 측두하악 의 횡두개 촬 을 

Accurad X-200으로, 그리고 Dental CT를 촬 하

으며, 이를 임상소견과 더불어 비교항목으로 선택하

다. 고해상도 음 의 진단학  가지 평가를 하

여 통계학 으로 감수성, 특이성, 양성 상치, 음성

상치  정확도를 계산하 다. 

Ⅲ. 결    과 

1. 측두하악 의 고해상도 음  소견

  음  상에서 원 은 하악과두 상방부와 

인 한 피하지방과 비교하여 보면 하악과두의 하방

Clinical diagnosis & Imaging
Ultrasonographic diagnosis

osteoarthritic change no osteoarthritic change Sum

osteoarthritic change 7 1 8

no osteoarthritic change 12 20 32

Sum 19 21 40

Table 1. Ultrasonographic imaging for osteoarthritic changes

에 나타나는 반향을 보이거나 같은 수 의 반향을 

나타내는 얇은 균질한 띠의 형태로 나타난다. 반향도

(Echogeneity)는 원  변성의 정도에 따라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악과두와 융기 등 골성 지

표는 과하게 치 한 선으로 보여진다. 찰하는 동안 

원  반향도의 작 인 변화를 막기 하여 

음 의 빔방향을 원  표면과 항상 같은 방향이 

되도록 유지하 다. 원  표면에서 60도 이상이

나 수직에 가까워지면 원 을 찰할 수 없었다. 

시상면과 두면에서 일단 원 과 하악과두의 

계를 확인하고 나면 transducer를 과 수직되게 

기울인 상태로 하악과두의 형태와 원 의 치

를 결정하 다. 원 의 치는 정상 으로 앙와

의 하악과두에서 와의 깊이에 따라서 약 11시

에서 12시 방향에 치한다. 하악 폐구 에서 원

의 간부분이 하악과두의 상 방과 융기의 

후하방면에 치하면 정상으로 보았다. 원 의 

간부분이 이 치의 방에서 원 의 가 

존재하 다. 개구 에서 원 의 치는 원

의 간부분이 하악과두와 융기부 사이에 치

하면 정상으로 독하 다. 한 하악과두의 방이

나 측방에서 11시 방향(10시 이하)이 지나서 원

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면 방이나 측방 

원  로 진단하 다. 강에서 원 으로 

보여지는 것이 찰되지 않으면 내측방으로 원

 로 측하 다. 음 를 이용한 침식 소견의 

진단은 피질골의 외형선이 안보이거나 끊어진 것 같

이 보여진다. 낭과 원  후조직 그리고 주변

인 의 이상은 음  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2. 음  상의 정확성

  20명 환자의 40개 측두하악 을 촬 한 결과, 

음  상에서 7개의 에서 하악과두의 편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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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Value Osteoarthritic changes

Sensitivity(%) 87.5

Specificity(%) 62.5

Positive predictive value(%) 36.8

Negative predictive value(%) 95.2

Accuracy(%) 67.5

Table 2. Prospective ultrasonographic imaging diagnosis for osteoarthritic changes

침식성 변화, 골편형성등의 골 성 변화를 찰하

으며, 임상검사  방사선학  검사로 확진하 다. 

12개 에서는 양성의 소견을 보 다. 총 8개 

에서 골 염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골 염성 

변화에 한 음  상의 민감도는 87.5%, 특이도

는 62.5% 그리고 정확도는 67.5% 로 나타났다(Table 

1 and 2). 

  음  상에서 19개의 에서 개구시와 폐구

시 정복성  비정복성 원 의 를 찰하

으며, 임상검사  방사선학  검사로 확진하 다. 2

개 에서는 양성의 소견을 보 다. 총 21개 

Clinical diagnosis & Imaging
Ultrasonographic diagnosis

disk displacements no disk displacements Sum

disk displacements 19 1 20

no disk displacements 2 18 20

Sum 21 19 40

Table 3. Ultrasonographic imaging for disk displacements

Statistical Value Disk displacements

Sensitivity(%) 95

Specificity(%) 90

Positive predictive value(%) 90.5

Negative predictive value(%) 94.7

Accuracy(%) 92.5

Table 4. Prospective ultrasonographic imaging diagnosis for Disk displacements

에서 원  를 나타내었다. 원 의 

에 한 음  상의 민감도는 95%, 특이도는 90% 

그리고 정확도는 92.5% 로 나타났다(Table 3 and 4).

  음  상에서 1개의 에서 정확한 설명은 어

려우나 주변 낭과 원  후조직의 이상을 

찰하 으며, 임상검사  방사선학  검사로 확진하

다. 1개 에서는 양성의 소견을 보 다. 총 18

개 에서 원  후조직염과 낭염을 동반

하 다. 주변지지조직 변화에 한 음  상의 민

감도는 5.5%, 특이도는 4.5% 그리고 정확도는 55%로 

나타났다(Table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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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xample of ultrasonographic images and conventional radiography and CT scan of Temporoman-

dibular Joint in close position

 

Fig. 2. The example of ultrasonographic images and conventional radiography and CT scan of Temporoman-

dibular Joint in ope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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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diagnosis & Imaging
Ultrasonographic diagnosis

abnormality no abnormality Sum

abnormality 1 17 18

no abnormality 1 21 22

Sum 2 38 40

Table 5. Ultrasonographic imaging for surrounding tissue(ligaments, retrodiscal tissue etc.) abnormality

Statistical Value Disk displacements

Sensitivity(%) 5.5

Specificity(%) 4.5

Positive predictive value(%) 50

Negative predictive value(%) 55.2

Accuracy(%) 55

Table 6. Prospective ultrasonographic imaging diagnosis for surrounding tissue(ligaments, retrodiscal tissue 

etc.) abnormality

Ⅳ. 고    찰

  측두하악  장애는 측두하악 에 다양한 증상

을 가지는 일반 인 장애로서 동통성이며 불쾌감을 

유발하는 질환이다.1,2) 정확한 진단은 치료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며, 치료법을 결정하는데도 당연히 요

하다. 통상 인 진단에 있어서 방사선학 인 검사가 

요구되는데 일반 인 횡 두개 방사선사진, dental CT 

등이 일반 이며, 최근 들어 자기공명 상이 많이 도

입되고 있다.
5-12)

 측두하악장애는 임상 인 결과와 함

께 방사선학 으로 원  , 원  천공, 섬

유화, 변성 등으로 분류된다.1,4,22) 정확한 진단은 

한 치료에 매우 필수 인 것이며, 치료는 보존

인 치료와 외과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측두하악

 장애의 증상은 가끔 자연 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

며 교합안정장치 등의 보존 인 요법으로 성공 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간혹 심한 통증과 조직의 변

형이 동반되며 외과 인 치료가 요하는 경우도 있

다.
22,27,28)

 최근까지 자기공명 상이나 조 술 등

이 측두하악 의 경조직과 연조직의 변화를 평가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7,8) 그러나 조 술은 매우 

침습 인 방법으로 진단 자체가 에 좋지 않은 스

트 스를  수 있어 최신의 개념과 잘 맞지 않으며, 

자기공명 상은 최신의 진단기법으로 매우 우수한 

해부학  세 함을 보여주며, 높은 감수성과 정확성

을 가지나 자기공명 상은 그 유용성이 제한되며, 비

용이 많이 들고 상을 얻는데 비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 이 있다.8-12,25,26) 반면에 음  검사를 

한 transducer는 차 개발되어 하악 과두의 치

와 원 의 치, 그리고 골 증  표면변화를 

평가하는데 많은 발 이 있었으며,16,17,19) 이동성이 있

고 시간이 약되며, 비용이 다소 렴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다면상의 상을 얻기가 어렵고 외익돌

근 상두의 당김에 의한  변화를 알 수 없고 일반

으로 원 은 내측으로 되는데 내측의 

상을 얻을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18,20,21)

 측두하악

 장애의 처치는 주로 증상을 기 로 하여 이루어

지므로 임상검사  부가 인 진단검사의 정확성이 

요구되나 진단  평가의 정확성은 매우 다양한 범

를 나타내고 있다. 

  원 의 치와 악  내장증의 형태를 음

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연구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한 방법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3-17,19) 

한 그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다양한 개구 에서 

원 의 변 가 각 각 평가되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자기공명 상을 이용하여 원  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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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할 때에도 오류가 나타났다.
25,26)

 음 를 이용하

여 원 의 변 를 진단할 때는 내측으로 변 된 

경우에 오류를 보여주었다.21,22) 고해상도이더라도 

음 를 이용한 측두하악 부의 진단은 인 조직이

나 회 운동에 련한 지지조직 등에 한 평가가 매

우 어려움을 있다고 보고되었다.21,23,24) 이러한 진단법

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측두하악 에 한 고해상

도 음 를 이용한 찰은 시술자의 경험도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찰자 간의 독의 차

이를 이기 해서는 음  촬  과정을 표 화하

는 작업이 필요하고 먼  항상 존재하는 골성 지표와 

병리학  징후를 단해야 한다. 

  음  진단으로 놓치기 쉬운 원 의 변 는 

내측으로 변 되는 경우이다. 한 원 이 부분

으로 변성이 되고 괴되어있는 경우에 원

의 치에 한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음 로 

을 스캔할 때는 상 강을 종과 횡으로 체 길

이를 스캔하는 것이 요하며 충분한 경우 강의 

섬유화 양상과 변성된 원 의 과반향 신호

(hyperechoic signals)가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

다. 음  상의  다른 문제 은 원  변 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방 원  변 처

럼 보여지는 섬유낭 구조에 기인하기도 하며. 생리

으로 깊은 와를 가지는 경우 방으로 치한 

원 을 양성 원  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한 골증식편이 있는 경우에도 원 을 

가리게 되고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하 다.
23-25)

 고해상도의 음  촬 에서 하악과두의 

침식과 내방으로의 원  가 가장 잘 찰

된다. 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스캔은 골지표가 

부족하므로 제한 이다. 과 평행한 transducer의 

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원 의 와 변

성을 정량 으로 계측할 수 있고 실제로 원 과 

주변 인 들의 역동 인 계를 상화할 수 있는 가

가 큰 건으로 사료된다. 

  음 를 이용하여 수술 이나 간에 측두하악

을 쉽게 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장 이 된

다. 수술 에 음 를 촬 하는 것은 치료의 결과를 

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골 염성 변화는 재생

이거나 괴 이므로 상에 경화나 편평화 는 

침식 등의 형태가 나타난다.1,2,4,27) 음 상에서 골

성 변화는 과반향 이거나  반향 으로 표 이 

되는 데 이것은 조직의 변화에 따른다. 음  촬 에

서는 골개조에 의한 골편 형성과 하악과두의 측방

에서의 과두침식이 내방에서 나타나는 변화보다 쉽

게 찰할 수 있다. 이는 내측에서는 음 의 공명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측의 골편은 소성 경화조

직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 

  임상 으로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하악과두의 

침식에 한 감별진단은 골편형성과 불규칙한 표면

에 한 것이다.
20,21,27)

 이러한 양상들은 매우 서로 다

른 진단이 가능하게 되고 한 이들에 한 치료법이 

서로 다르므로 매우 요하다. 따라서 고해상도의 

음  촬 은 주변구조에 련한 장애를 가진 환

자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외과  치료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3,4,28) 

  비침습성 진단법으로서의 음  상 기법은 측

두하악  주변조직 즉, 낭, 원  후조직  

인  등의 상을 얻는 데는 우수한 진단기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염증성이나 기능  주변조

직의 이상을 진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측두하악 의 내장증과 원

의 치 그리고 골 성 하악과두의 표면변화를 탐

지하는데 자기공명 상에 비하여 비교  경제 인 

좋은 기법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

의 낮은 측가를 개선하고 일반 인 다양한 측두하

악장애의 역에서 진단기법으로 도입되기 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상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며, 측두

하악장애 역에서는 외과  시술을 염두에 두는 경

우에 진단학  도구로 가치 있게 수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고가의 자기공명 상 진단

을 신하여 상 으로 경제 인 진단방법으로 고

해상도 음  상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그 정확성

과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해상도의 음  상은 골

염성 변화를 진단하는데 67.5%의 정확도를 보 으

며, 원 의 치변화를 진단하는데 92.5%를 보여 

원 의 변 나 를 진단하는데 우수한 진단

학  가치를 보 으나,  주변조직인 낭, 

원  후조직 그리고 주변 인 의 이상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정확도가 55%로서 음  상으로는 주변조

직의 이상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그 가치가 음을 

나타내었다. 향후 음  상을 얻기 한 한 기

기의 발 과 고주 수의 transducer 등이 개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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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자의 훈련과 경험이 쌓이게 되면 매우 우수한 그

리고 비침습 이고 근이 용이하며 경제 인 진단

학 인 검사방법으로서 일반 인 도입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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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Ultrasounds Image on the Disorders of the Ligaments Surrounding 

Temporomandibular Joints

Soo-Min Hong1, D.D.S.,M.S.D., Yeong-Gwan Im2, D.D.S.,M.S.D.,Ph.D., 

Byung-Gook Kim
3, D.D.S.,Ph.D.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ulJi University1,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2, School of Dentistry, 

Dental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usefulness and feasibility of ultrasonographic imaging for the 

detection of the disorders of the surrounding supporting structure such as articular capsule, retrodiscal tissue and related 

ligaments, osteoarthritic evidence and associated disc displacement at the temporomandibular joint(TMJ)

  Materials and Methods : 20 patients(40 joints) with periodic lock and crepitations were investigated prospectively using 

12 MHz array transducer. Ultrasonographic Imagings were assessed for osteoarthritic surface changes of condyle, extent 

of disc displacement and disorders of surrounding structures. Ultrasonographic images were compared with clinical 

investigations, conventional radiography and Dental Computed Tomographic  scans.

  Results : In clinical and conventional radiography, osteoarthritic changes were diagnosed in 8 joints. 

Ultrasonographically 7 of the 8 osteoarthritic changes were diagnosed correctly.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of 

ultrasonography in the osteoarthritic detections were 87.5%, 62.5%, and 67.5% respectively. About the detection of disc 

displacement, disc displacement were diagnosed in 21 joints clinically. Ultrasonographically 19 of the 21 disc 

displacements were diagnosed correctly.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of ultrasonography in the osteoarthritic 

detections were 95%, 90%, and 92.5% respectively. when the disorders of supportive structure were figured out, the 

disorders of supportive structure were diagnosed in 18 joints clinically. Ultrasonographically 1 of the 18 the disorders 

of supportive structure were diagnosed correctly.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of ultrasonography in the 

osteoarthritic detections were 5.5%, 4.5%, and 55% respectively.

  Conclusion : Ultrasonography is an relatively reliable diagnostic tool for the detection of disc displacement and some 

of osteoarthritic changes. But it's not an insufficient imaging technique for the detection of the disorders of the 

surrounding structure.

Key Words: Ultrasound, Disc displacement, Osteoarthritic change, Supporting structures surrounding T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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