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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

이정윤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은 측두하악장애의 한 형태로 관절조직의 생리적 내성을 초과하는 기능적 부하가 지속적으로 관절

에 가해졌을 때 관절연골 및 연골하 골조직의 점진적 파괴와 이차적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관절면에 가해지는

물리적 하중은 관절내에서 기질파괴 단백효소나 염증성 cytokine, 유리기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골조직의 퇴행과

재형성 사이의 균형을 깨뜨려 골조직의 흡수를 야기한다. 최근에는 물리적 하중 이 외에 비만세포에서 유래하는 adipokine

이 골흡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측두하악관절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 골관

절염의 치료는 관절의 기능적 부하를 줄이고 환자의 생리적 내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증상은 충분

한 기간 정확한 술식대로 시행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교합안정 장치치료 등의 보존적 처치와 관절강내 주사요법이나 관절

세척술 및 관절경 수술과 같은 추가적인 외과적 처치에 의해 성공적으로 조절될 수 있으나, 임상증상의 개선이 골파괴의

중지와 재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상증상의 개선 이 후에도 지속적인 골변화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골변

화 활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한, 지속적인 동기유발과 행동조절을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기능적 부하를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이 골변화를 겪는 측두하악관절로 하여금 보다

이른 시기에 보다 유리한 정형적 안정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골관절염을 보다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측두하악관절, 측두하악장애, 골관절염

1)서 론

골관절염은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하가 관절

연골의 생리적인 내성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관절연

골 및 연골하방 골조직의 변성과 파괴 및 이차적 염

증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 질환이다. 대개 지속적인 하

중을 견뎌야하는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흔하

지만 손가락 마디, 척추 등 작은 관절에서도 발생한

다. 지속적인 물리적 부하가 질환의 발생에 가장 큰

요인이며 여성에서 호발하고 45세 이후에 급격한 유

병율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측두하악관절은 운동시 양측 관절에서 회전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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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매우 독특한 관절로 정적

인 상태에서만 하중을 견뎌야하는 다른 관절과는 달

리 활주 운동 중에도 하중을 견뎌야하는 기능적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측두하악관절의 이러한 기능적 특징

은 조직해부학적 특성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측

두하악관절에 가장 큰 힘을 가하는 기능은 저작으로

써 저작시 기능측 관절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제자리

에서 회전운동을 하고 비기능측 관절은 기능측 관절

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전내측으로 호를 그리며 활주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때 지래대 원리에 의해 기능측

치아 사이의 음식이 받침점 역할을 하므로 저작근의

저작력은 활주 운동 중에 있는 비기능측 관절에 기능

측 관절보다 더 큰 하중을 가하게 된다. 측두하악관절

의 관절면을 이루는 섬유성 연골조직은 무릎이나 엉

덩이 관절의 초자양연골과는 달리 전후방으로 방향

성을 가지고 배열되는 섬유조직을 통해 활주운동 중

의 이러한 짖이기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견디는데 유

리하며, 하악과두와 관절융기의 관절면이 횡단면상에

서 전내방의 각도를 이루며 주행하고 있는 이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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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작시의 하악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5)

측두하악관절의 신체 다른 관절과 구별되는 이러

한 기능해부학적 특징은 측두하악관절에서 발생하는

골관절염의 생화학적 병리기전 자체는 다른 관절에

서 발생하는 골관절염과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질병

의 발생 양태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임상적 특징들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측두하악관절에서

발생하는 골관절염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정보는 그

리 많이 찾아보기는 힘들다.

본 종설을 통해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병리기

전과 지금까지 보고된 문헌들을 토대로 알려진 임상

적 특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병리기전

골관절염의 발생에 있어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것

은 관절에 가해지는 기능적 부하로서6-9) 물리적인 힘

이 측두하악관절의 관절면에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측두하악관절연골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는 다

른 활액관절과 다르지 않다.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

(matrix metalloproteinase; MMP)-1, -3, -9 을 병적

인 관절의 활액 내에서 높은 농도로 관찰할 수 있

고,10,11) 배양 중인 연골세포에 반복적인 인장력을 가

하였을 때 MMP-13의 발현이 증가하며,
12)
cytokine

으로 자극한 관절연골이나 이미 손상을 받은 연골에

서 연골의 주요 proteoglycan인 aggrecan의 소실에

aggrecanase-1, -2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

실
13)

등을 토대로, 지속적인 부하가 관절연골에 가해

질 때 발생하는 MMP나 aggrecanase와 같은 기질 분

해 효소가 연골조직을 구성하는 collagen과

proteoglycan의 분해와 소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14)

물리적 부하가 관절에 가해지면 관절조직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 압력이 혈액내 산소압을 초과하면 조직

내에서 부분적 저산소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저산소증은 hypoxia-induced transcription factor-1

(HIT-1)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의 유전자 촉진부에 결합하여

VEGF의 발현을 야기하는데,
15)
VEGF는 혈관내피세

포의 증식과 이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파골세포의

이동도 촉진하고,16, 17) MMP를 포함한 조직 재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야기함으로써 골

관절염의 발생에 기여한다.
18,19)

또 다른 측면에서 관절에 가해진 물리적 부하로 발

생한 저산소증은 조직내 에너지 대사를 혐기성 당분

해과정에 의존하게 하고 이 때 부하가 제거되면서 반

응성으로 혈류 공급이 증가하여 조직내 산소 공급이

과잉되면 초과산화물음이온(superoxide anion)과 같

은 reactive oxygen species(ROS)를 발생시킨다.20)

이렇게 발생한 ROS는 관절활액의 주요 성분으로 관

절내 윤활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단백질인 하

이알우론산의 변성과 분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관

절활액의 점액도가 감소하여 관절표면을 마찰과 부

하에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20-22)

분해된 하이알우

론산은 MMP의 증가를 야기하여 골관절염의 발생에

기여한다.
23)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하는 연골세포를 자극

하여 염증성 cytokine의 발현을 촉진하는데, 많은 연

구들이 골관절염이 발생한 측두하악관절의 관절활액

내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농도의 염증성 cytokine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

다.
7,9,24,25)

또한, 인간 활막세포를 배양하여 압력을 가

하였을 때 MMP-2, -3와 함께 IL-8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사실을 보고한 연구가 있있고,26) 돼지의 관

절에 압력을 가한 뒤 연골세포를 배양하는 연구를 통

해 type II collagen, aggrecan, type X collagen의

mRNA 발현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도 있

다.
27)

최근에는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의 골관절염에 있어

서 과체중이 단순히 기계적 부하로서만 역할 하는 것

이 아니라 지방대사와 관련된 물질들이 관절조직의

파괴에 역할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

조직 세포의 내분비 기능을 통해 유리되는 소위

adipokine이라고 불리는 leptin, resistin, adiponectin

등의 물질들이 혈액 및 관절활액 내에 존재하고, 이는

과체중 환자에서 높은 농도로 관찰할 수 있으며 골관

절염으로 파괴되는 연골이나 연골하 골조직에서 정상

조직보다 높게 발현되는 등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

침 하고 있다.28-3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혈관 내피세

포에 손상을 야기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하

여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adipokine들이 연골하 골조직을 포함한 관절조

직의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 관절조직의 파

괴에 기여하거나, 연골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기질 파

괴 단백질이나 염증 물질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추론을 매우 설득력 있게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서 아직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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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손가락 골관절염처럼 과체중이 직접적

으로 부하를 가할 수 없는 관절에서 adipokine과 골관

절염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점32,33) 등으로 인해 지

방대사와 골관절염 사이의 직접적인 병리학적 연관성

을 설명하기에는 보다 많은 과학적 증거의 축적을 필

요로 하고 있다. 측두하악관절은 저작력이라는 큰 물

리적 부하를 견뎌야하면서도 과체중에 의해 수동적

부하를 받지 않으므로 adipocytokine과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과체중과

관련하여 골관절염의 병리기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흥

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역학적 특징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증상과 징후는 다른 관절

에서 발생하는 골관절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방사선

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관절연골 및 연골하

골조직의 파괴가 가장 중요한 징후이며 통증과 운동

제한 및 관절의 변형을 가장 일반적인 증상으로 한다.

통증이나 운동제한과 같은 임상적 증상을 보이지 않

는 방사선 사진 상의 골변화에 대해서는 관절면 피질

골의 연속성이 손실되는 파괴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

고 단순 과골화나 편평화만이 관찰되는 경우 이를 병

적인 골관절염으로 진단할 것인가 기능적 적응과정에

서 발생하는 골조직의 반응성 변화로 볼 것인가에 대

한 기준이 현재에도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러한 이유로 측두하악장애의 골관절염의 발생 빈도에

관해 보고하고 있는 과거의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측두하악장애환자의 11%가 골관절염을 보였다는 보

고가 있는 반면,34) 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통해 증상

이 없는 관절의 35%에서도 골변화로 볼 수 있는 편평

화가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35)

부검을 바탕으로

한 검사에서는 대상 중 22～40%에 이르는 측두하악관

절과두 표면에서 골변화가 관찰되었다고
36-38)

보고 하

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서 73～75 세인 30 명을

대상으로 MRI를 통해 조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측두하악관절에 임상적 증상을 가진 사람은 1 명에 불

과했음에도 70% 대상에서 하나 이상의 관절의(관절

수로서는 전체 관절의 60%) 골변화 소견이 관찰되었

다고 하였다.
39)

이처럼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대상이

나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는 못하지만, 종합해볼 때, 임상적 증상의 유무를 문제

삼지 않고 골변화가 손상인지 반응성 변화인지를 문

제 삼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측두하악관절의 30～60%

정도가 어느 정도의 골변화를 겪는다고 이해할 수 있

으며, 이 중 임상증상을 동반하거나 파괴적 골변화를

보이는 수는 그 중 일부로서, 대상을 증상이 있는 측두

하악장애 환자로 제한하면 8～12% 정도의
40)

유병율

을 갖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측두하악관절 골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골관절염의 의미를 통

증이나 기능장애 등 골관절염의 임상증상을 동반한

골변화나 방사선학적 검사 상에서 손상으로 인정되는

골변화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미 오래 전의 연구에

서 제시한 바가 있었듯이 다른 관절에서 보이는 연령

과 골관절염과의 직선적 상관관계가 측두하악관절에

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주 오래된 연구로

서, 병원에 내원하여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으로 진

단된 환자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20～30대인 환자가

적지 않고, 40 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보다 고령의 환

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가 있

고,41, 42) 측두하악관절에서의 골변화는 매우 이른 연

령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연구 또

한 보고 된 바 있다.
43, 44)

한국인 측두하악장애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골관절염 환자의 빈도

가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발생 비율에 있어서는 다른

관절에서처럼 중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대

신, 10대에서 60대 이후의 연령대까지 17～25% 사이

의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45)

이

것은 측두하악장애 자체의 유병율이 중년 이전의 젊

은 연령층에서 높다는 사실과 앞서 언급한 측두하악

관절의 조직학적, 기능해부학적 특이성으로 인해 골

관절염이 다른 관절에서와는 다른 임상적 특징을 가

지고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별분

포에 있어서도 타관절에서처럼 여성에 호발 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

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40,46) 차이가 없다거나
35,37,47)

오히려 남성에서 호발한다는 보고 또한 있

다.
38,48)

이 또한 연구 대상이 생체인지 여부나 연령대

및 임상증상의 유무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는 신체 타관절의 골관절염 연구를 통해 확보된 역학

적 자료와는 별개로 측두하악관절에서 발생하는 골

관절염의 역학적 특징을 광범위한 대상을 토대로 조

사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진단

골관절염의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방사선 검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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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되는 명확한 골변화의 확인이 필수이다. 측

두하악관절의 골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사선 검사는 치과용 파노라마 촬영

(orthopantomogram)과 횡두개촬영(transcranial

radiograph)이다.
49-51)

촬영 원리에 따라 파노라마 촬

영은 횡인두촬영과 같이 촬영하고자 하는 반대쪽에

서 인두를 지나 관절 외측에 영상을 만들고 횡두개촬

영은 반대쪽의 두개저를 지나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파노라마 촬영은 관절의 내측, 횡두개촬영은 관절의

외측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론적으로는 판독에 있어 두 가지 영상이 보여주는 부

위가 다르므로 한 쪽에서라도 골변화가 의심되는 경

우 골관절염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판독시 주의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촬영 모두 측두하악관

절과두를 정측면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관절과두

를 비스듬히 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횡두개촬영의

경우 단순촬영법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만들어내는

음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파노라마 촬영은

단층촬영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영상에서 보

이는 피질골의 선이 두 개가 관찰되거나 관절이 의자

형태로 매우 심하게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

다. 이 경우 횡두개촬영 영상 등 추가로 촬영된 다른

영상을 참고하여 어떤 것이 내측의 피질골이고 어떤

것이 외측의 피질골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관

절의 변형이 심해보이더라도 그것이 내외로 길고 휜

형태의 과두를 비스듬하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임을

염두에 두어 정상인 관절을 골변화가 발생한 관절로

잘못 판독하는 일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판독한다 할지라도 여러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횡두개촬영이나 파노라마 촬영은

임상에서 활용이 쉬운 장점에도 불구하고 측두하악

관절의 골변화를 평가하는데에 있어서는 선별검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든 한계가 있다.52-58) 골관절염

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방사선 검사로서는 전산

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 최적표준

(gold standard)으로 인정받고 있고, 연조직 및 관절

원판을 판독하는데 신뢰도가 가장 높은 자기공명영

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도 골변화를 평

가하는데 충분한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 53)

최근에는 치과영역에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cone beam CT 또한 골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매

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59-62)

따라서, 일반 방사선 사진과 측두

하악장애분석검사를 통한 임상검사 결과 골관절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혹은

MRI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에 있

어 골변화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경우에는 CT가, 주

변 연조직이나 관절원판 등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

야할 때는 MRI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임상증상은 앞서 언급한

데로 통증, 관절잡음, 개구제한 등으로 다른 형태의

측두하악장애와 다르지 않고, 염발음이나 교합의 변

화 등도 골관절염의 진단적 의미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52,63-65)

이는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이 측두하

악장애 중 특별히 구별되는 질환이라기 보다 단지 가

장 명확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증상일 뿐이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 부하가 생리

적 내성을 초과하여 측두하악관절의 정형적 안정성

이 무너졌을 때 관절을 이루는 연조직, 연골조직, 골

조직의 조직반응은 반응성 변화로서 동시에 일어나

게 되고, 이 반응성 변화들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

어나게 되면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지 연

조직, 연골조직, 골조직이 갖는 각각의 조직학적 특성

과 내성의 수준 및 조직반응의 양상 등의 차이에 의

해 증상이 발현하는데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한 가지

증상이 다른 증상을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66-71)

관절내부에서는 여러 조

직이 함께 이루어 기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능

과 조직 사이에 적응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인대나 관절낭이, 때로는 관절면의 활막이, 때

로는 관절원판이, 때로는 원판후조직이, 때로는 연골

하 골조직이 자극을 받고 견디며, 적응을 위해 조직학

적 변화를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상과 회복을 반복

하고 있다.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인대나 관절낭은 쉽

게 염증을 동반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또 쉽게 회복하

는 반면, 연골조직인 관절원판은 손상과 변형이 있음

에도 그에 따른 잡음과 같은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각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변형과 변위를

겪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골조직은 변화가 매우 더딘

조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변형 혹은 손상으로 인해

그에 따른 이차적 염증이 미약한 경우 자각증상을 동

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골관절염이 발생한

측두하악관절의 임상증상이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염증에 의한 것이든 관절원판의

변위에 의한 것이든 임상증상들이 발생하면, 골관절

염을 포함하여 여러 임상증상들은 말초 및 중추적 경

로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연관성을 갖을 수밖에

없으나, 이것이 임상증상 간에 어떠한 순차성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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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67)

특히 관절원판변위와 같은 측두하악장애의 일부 문

제를 골관절염의 원인이나 필수적 문제로 파악해서

는 안된다.
66,67,71)

실제 임상에서 관절원판의 변위 없

이 골관절염을 보이는 관절이나, 임상증상이 개선되

었음에도 진행되는 파괴적 골변화나, 아무런 임상증

상이나 전신질환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골파괴와 같

은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라고 할 수 있다.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치료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은 그 임상증상이 골관절염

을 동반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와 다르지 않은 만큼

치료법 또한 근본적으로 차이를 갖지 않는다. 측두하

악관절의 기능적 부하를 줄이고 생리적 내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존적 처치를 우선하고, 치료에 반

응하지 않는 증상에 대해 외과적 처치를 단계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기본적 원칙을 따른다. 이는 최근에 보

고된 최소한의 치료부터 외과적 수술에 이르는 측두

하악장애의 치료 성과가 장기적으로 차이를 갖지 않

는다는 단일맹검연구의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72)

어떠한 치료에 의해서도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가역적 치료는 피하는 것이 최소

해악의 기본적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골관절염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상증상의 개선

을 우선 목표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및 교합안정장

치 치료를 통한 보존적 치료를 정확하게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하고, 임상증상의 개선여부에 따라서 관절

강내 주사요법, 관절세척술, 관절경수술, 관절수술 등

의 외과적 처치를 단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치료법의 골관절염 임상증상에 대한 치료

효과는 다양한 보고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에

도,
67-74)

임상증상의 개선과 실제 골관절염의 골파괴

양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와 연관된 오래된 연구로서 30년 동안 측두하악장애

환자와 대조군을 종적 비교한 결과를 통해 환자를 교

육하고 안심시키며, 하악운동을 제한하고, 물리치료

를 시행하는 보존적 처치만으로도 2～4년 사이에 일

반 방사선 사진상의 골변화, 개구량, 관절잡음 및 통

증을 포함하는 증상이 개선되고 이 후 30 년 간 대부

분 개선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가 있

다.
69)

최근의 연구로는 CT로 확인된 30 명의 골관절

염 환자를 1 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 통증 등의 임상

증상은 약 7 개월 이내에 74.1% 에서 개선되나 CT에

서 조사한 골변화는 1 년 동안 개선된 관절과 변화가

없는 관절 및 악화된 관절 사이에 빈도의 차이가 없

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가 있다.
73)

이 외에는 골변화

자체의 장기적인 종적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찾아 보기 힘들어 파괴적 골

변화가 관찰된 골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임상증상의

유무나 개선 여부의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

하기 힘들다. 향후 이와 관련한 과학적으로 보다 잘

설계된 연구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며, 제한된 정보

를 바탕으로 추론해볼 때 류마티스질환과 같은 고염

증성 관절질환을 배재하면 측두하악장애에 의한 관

절원판과 골조직을 포함한 관절조직의 변화 혹은 손

상은 수 년 내에 안정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의 치료는 골관절염의 안정화

과정에서의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안정화 이

후에 남을 수 있는 교합이나 안모의 변화 등 구조적

인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행동조절과 물리

치료 및 교합안정장치 치료를 통해 관절의 부하를 줄

이고, 약물치료와 관절강내 주사요법 및 관절강세척

술과 같은 보다 적극적 치료를 통해 골파괴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진 관절강내 염증을 적극적으로 조

절하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

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어떤 치료를 우선하고 어떤

치료를 선택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긴 치료기간 동안

환자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동기유발하여 환자 스

스로 측두하악관절의 정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관절

조직으로 하여금 변화를 통해 수용하여야 하는 기능

적 부하를 줄여 측두하악관절이 보다 이른 시기에 보

다 유리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형적 안정에 도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어떠한 형태의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

가와는 별개로 보다 적은 구조적 변화를 남기고 성공

적으로 골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결 론

측두하악관절 골관절염은 골파괴를 동반하는 측두

하악장애로서 관절원판 변위나 관절강내 연조직의

손상과 구별되는 다른 질환이라기 보다는, 관절에 생

리적 내성을 초과하는 기능적 부하가 지속적으로 작

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절의 병적 조직 반

응 중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관절의 정형적 안정성

이 저해되었을 때 관절강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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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성과 변형 혹은 손상 중에 가장 큰 구조적, 기능

적 장애를 야기하고, 손상 후 재형성에 가장 많은 시

간을 필요로 하므로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진단 시 방

사선학적 및 임상검사를 통해 골조직의 손상이 의심

되면 CT나 MRI와 같은 추가 영상 검사를 이용하여

확진하고, 관절내 염증과 관절에 가해지는 기능적 부

하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골관절염의 임상증상과 골조직 손상의 예후 사

이에 비례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현실에서 임상증상

의 개선이 골조직 손상의 개선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임상증상의 개선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 여부

와는 별개로 골조직의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

다. 골관절염을 겪는 측두하악관절이 보다 이른 시기

에 최소한의 변형이나 손상을 겪고 새로운 정형적 안

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절을 보호하

고 염증을 줄임으로써 환자의 생리적 내성을 증가시

키기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치료, 관

절강세척술 등의 적극적 치료술식과 함께 환자로 하

여금 일상에서 관절의 기능적 부하를 줄이기 위한 행

동조절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동기부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된 생리적 내성과 조절된 기

능적 부하에 의해 보다 유리한 정형적 안정이 보다

이른 시기에 확보될수록 골관절염은 더욱 성공적으

로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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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steoarthriti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Jeong-Yun Lee, D.D.S.,Ph.D.

Dept. of Oral Medicine and Oral Diagnosis,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steoarthritis (OA)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is a severe form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s),

presenting gradual breakdown of articular cartilage and subchondral bone by the functional load sustained to exceed the

physiologic tolerance of the joint. In such a joint loaded, offensive bioactive materials such as matrix degrading proteins,

cytokines, and free radicals increase in concentration to shift the tissue response in the joint to degeneration from

regeneration or remodeling. Recently, it has been issued that obesity can play an offensive role in pathogenesis of OA

in a metabolic way. Adipokines released by adipose cells are present at higher concentration in the arthritic joint and

joints of obese individuals. However, because of conflicting data reported, further scientific study should be performed

to elucidate the practical role of adipokines in pathogenesis of TMJ OA. As far as the clinical signs and symptoms of

TMJ OA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forms of TMD and any definitive treatment modality to control

directly the bone resorptive activity is not available yet, the treatment of TMJ OA should be directed to reduce the

physical load and enhance the physiologic tolerance of the joint by means of conservative treatment such as physical

therapy, medication, and occlusal splint therapy for sufficient period and, if needed after that, supplementary surgical

procedure such as intra-articular injection, arthrocenthesis, and arthroscopic surgery that have turned out to be effective

to control OA signs and symtpoms. Enthusiastic reassurance and motivation for patients to control behaviors for

themselves to reduce unnecessary functional load in daily life is very important for the joint to reach to more favorable

orthopedic stability of the TMJ more quickly, guaranteeing more successful management TMJ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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