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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2 Map 기법을 이용한 슬관절염 환자의 연골 변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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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MR T2 map기법을 이용하여 슬 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과 염이 있는 환자의 연골의 T2값 변화를 측정

하여 슬  연골의 형태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T2 map기법의 유용성에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과거 병

력  재 임상 으로 슬 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 30명과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릎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단순 방사선 촬 에서 슬 염 소견이 보이는 환자 30명을 상으로  multi-echo 방식(TR: 1,000 ms, TE values 

(6.5, 13, 19.5, 26, 32.5. 40, 45.5, 52))인 T2 SE (spin echo) sequence를 이용하여 슬  연골 T2 SE 상을 획득 하 다. 

획득한 상을 바탕으로 슬  연골 내 구역별 신호강도(S.I)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Origin 7.0 Professional 

(northampton, MA 01060 USA)을 이용하여 평균 T2값을 산출하 다. 산출된 T2값은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건강한 그룹과 슬 염 그룹에 한 정량  분석을 시행,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건강한 그룹과 슬 염 그룹의 시상면과 상면의 내, 외측 연골에 한 각각의 T2 값은 시상면에서는 퇴연

골의 경우 슬 염 그룹의 평균 T2값(42.22±2.91)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6.26±5.01)보다 크게 나타났고 경골 연골

의 경우도  슬 염 그룹의 평균 T2값(43.83±1.43)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6.45±3.15)보다 크게 나타났다. 상면에

서는 내측 퇴연골의 경우 슬 염 그룹의 평균 T2값(45.65±7.10)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6.49±8.41)보다 크게 나

타났고 내측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 염 그룹의 평균 T2값(44.46±3.44)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7.61±1.97)보다 크

게 나타났다.  외측 퇴연골의 경우 슬 염 그룹의 평균 T2값(43.41±4.99)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7.64±4.02)보다 

크게 나타났고 외측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 염 그룹의 평균 T2값(43.78±8.08)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값(36.62±7.81)

보다 크게 나타났다. 슬 염이 있는 환자인 경우 T2 map기법을 이용하여 지 까지 사용되었던 형태학  MR 상화 

방법과 더불어 연골의 구조 , 기능  변화를 정량 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골질환의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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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층이 늘어나게 되자 골

염(osteoarthritis, OA)에 의한 경제 , 사회  손실이 함

께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골

염의 진단과 치료에 한 연구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골 염은 연골의 충격 흡수 기능이 감소되어 움직일 때 

통증이 동반되고 이로 인해 부종, 강직, 주변의 근

육 축  진 인 운동 장애를 일으킨다. 주로 체 부하

를 많이 받는 슬 에 호발하고 고 , 수지 , 척추 

등에도 발생하며, 여성에게 빈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

다.1)

  슬 염은 표 인 퇴행성 염으로써, 년이상의 

인구에서 높은 유병률을 가지며 실제로 63세에서 94세의 

연령층에서 여자의 34%, 남자의 31%가 방사선학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

려져 있다.2)

  슬 염의 진단은 주로 임상양상과 단순 방사선 촬 , 

 조  촬 과, 자기공명 촬 으로 이루어진다. 단순 방

사선 촬 에서 골돌기 형성, 강의 착, 연골하골 경화 

 낭종이 있는 경우 진단이 가능하나 방사선 상에서 이

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고3)  연골을 

직  볼 수 없으므로 연골 두께의 감소  퇴화를 정확히 

평가 할 수 없고  연골의 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

운 이 있다.4) 한 단순 방사선 촬 은 연골 결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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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ay images from a heal-

thy person (a) and an osteoarth-

ritis patient (b). Thirty healthy 

people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clinical history and current 

status and another thirty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who 

were screened by simple X-ray 

from November 2007 to December 

2008 were selected.

Table 1. General special qualities of volunteers (age, height, weight).

Group Age* Height (cm)* Weight (kg)*

Mean±std Healthy group n=30
†

52.4±0.21 154±3.1 56.6±2.1

Osteoarthritis group n=30
†

59.4±0.24 157±2.7 53.6±2.32

*Data are mean standard deviation, 
†

No. of patients.

일차  검사 방법이지만 층 결손이 범 하게 있을 때

에만 간격의 소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골을 직 으로 

상화 할 수가 없으며 한 기 연골손상에 한 정보를 

상화에 반 할 수가 없어 단독 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9,10) 비교  진단에 근 할 수 있는  조  촬

 등은 침습  검사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

하기에 일반 인 임상  사용에 있어서는 이상 이지 않

다. 자기 공명 상 촬 은 골돌기 형성이나 연골 하골 낭

종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 이외 단순 방사선 촬 으로 볼 

수 없는 인 , 반월상 연골  연골 손상 정도 등의 근 골

격계를 잘 찰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골의 기 손상 상

태에 한 정보의 제공에는 제한 이 있다.5) 그러나 최근

에는 더욱 발 된 고 자장 MR System과 Software를 기반으

로 하여  연골의 형태  그 구성의 변화에 한 생체 

내 양  분석을 가능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연골 구성의 변화에 한 평가를 하여 T2 map 기법의 

용이 여러 연구자들로 하여  제시 되고 있다.6,7)

  연골의 T2 map 기법은 연골의 기 손상과 연골 구

성물 등의 변화에 민감한 변수를 보여 다.6) Smith 등7)은 

슬 의 정량  T2 map 기법은 연골의 생리와 병리의 체

내 평가를 한 민감한 도구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술 하고 있다.

  Liess 등8)은 T2 map 기법은 연골의 압박과 이완에 따른 

연골 구성물의 변화를 T2 mapping을 통하여 검증하는 기법

으로 이는 연골질환의 조기 진단에 도움을  수 있다고 

제안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MR T2 map 기법을 이용하여 슬

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과 염이 있는 환자의 연골의 T2 

값 변화를 측정하여 슬  연골의 형태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T2 map기법의 유용성에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방법

1. 실험 상의 선정

  과거 병력  재 임상 으로 슬 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 30명과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릎 통증

으로 내원한 환자  단순 방사선 촬 에서 슬 염 소견

이 보이는 환자 30명을 상으로 하 다(Fig. 1).

  슬 염이 없는 사람의 성별 분포는 여성 18명 남성 12

명이고 연령 분포는 40∼70세로 평균 52.4±7.21세이고 신

장은 142∼167 cm로 평균 154±3.1 cm, 체  분포는 49∼68 

kg으로 평균 56.6±2.12 kg이었다. 슬 염이 있는 환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20명, 남성 10명이고 연령 분포는 43∼74

세로 평균 59.4±6.24세이고 신장은 146∼168 cm로 평균 

157±2.7 cm, 체  분포는 45∼66 kg으로 평균 53.6± 2.32 

kg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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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quisition method of T2 mapping image (Sagittal plane, Coronal plane). When the image of the target part in joint-cartilage 

was taken from the sample, in order to make errors as possibly minimum and to have the target identically appear, the axial 

gradient echo T2* images were first obtained and, then, we set our own criteria based on anatomic structures of the knee-joint. The 

images in the sagittal plane and the coronal plane were taken for the data of target parts in the joint cartilage such as femoral 

cartilage, tibial cartilage, and medial and lateral articular cartilage.

2. 상 획득 방법

  MR 상의 획득은 3.0T MR scanner (Signa 3.0T HDx. 

GE Healthcare. Milwaukee. WI)와 HD T/R 8 ch knee array 

coil (In vivo Corp. Gainesville. FL)을 이용하 다. 실험 상

의 상을 획득시 측정하고자 하는  연골부 의 동일

한 재 에 하여 최소한의 오차만을 허용하기 해 먼  

축상면(Axial) Gradient echo T2* 상을 얻은 후 슬 의 

해부학  구조물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의 자체 설정 

기 을 정하 고  연골에서 퇴연골, 경골연골과 내, 

외측 연골 부 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해서 시상면

(Sagittal plane) 상과 상면(Coronal plane) 상을 각각 획

득하 다(Fig. 2). 획득한 상은 T2 강조 상이며 사용된 

sequence는 multi-echo 방식인 SE (spin echo)이며 한번에 8

개의 echo를 얻었고 이때 TE values (ms) 값은 6.5, 13, 19.5, 

26, 32.5. 40, 45.5, 52이고 상 변수는 다음과 같다.

  TR/TE=1,000 ms/6.5 ms, Echo spacing 6.5 ms, echo train 8, 

Slice thickness/spacing=2.0/0.0 mm, Field of view=16×16 cm, 

matrix=320×256, Bandwidth=62.5 KHz, 20 slice−2 signal ac-

quisition, Total scan time/plane=8:36 sec

3. 상의 분석

  획득한 multi-echo SE T2 상은 심 역(ROI) 내 8개의 

각 echo별 신호강도(S.I)를 측정하 다. ROI의 지 은 T2 

상에서 공간  치상 퇴골과 경골의 가장 두꺼운 연

골에 수직하는 변 를 통과하는 지 으로 설정하 으며 

치는 시상면에서 퇴연골과 경골연골 상면에서는 각각 

내, 외측 연골 부 의 퇴연골과 경골 연골 등 6군데

에 ROI를 치 시켰다. 각각의 ROI의 크기는 5±0.5 mm2, 

ROI 내 pixel의 수는 50±5개의 범 를 두어 반복 측정 시 

ROI에 의한 T2 값의 오차범 를 최소화 하 다(Fig. 3).

  측정된 심 역 내 S.I는 Origin 7.0 Professional (Micro-

cal)를 이용, T2 값을 구하기 한 함수를 설정하여 T2 평

균값과 편차  T2 graph를 도출하 다(Fig. 4).

  설정된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S.I (t)=S.I0ㆍexp (−TE/T2)

  획득한 multi-echo SE T2 상은 Advantage Workstation 

(Ver 4.3, Revision 4. GE healthcare. Milwaukee. WI)의 T2 

map software를 이용하여 T2 map의 color scale 상을 얻었

다.

  T2 map 상의 평가는 함수를 이용한 평균 T2 값을 구

하여 비교한 정량  평가와 T2 map의 color scale 상의 시

각 인 변화의 차이를 정성 으로 평가하 다.

  정량  평가는 건강한 그룹과 슬 염 그룹의 시상면에

서 퇴연골과 경골연골 상면에서는 각각 내, 외측 

연골 부 의 퇴연골과 경골 연골 등 6군데의 multi-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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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aph showing the signal 

intensity measure for T2 values. 

As for the measured SI in the 

areas of interest, the Origin 7.0 

Professional (Microcal) was used 

and a function for T2 was set to 

get the average T2 and its 

standard deviation as well as the 

T2 graph. The equation of the 

function is as below. ※ S.I (t)=S.I0

ㆍexp (−TE/T2).

Fig. 3. ROI sets of raw image 

(multi-echo T2 image) to measure 

signal intensities. The ROI was 

obtained from raw images, and 

then signals were drawn in the 

ROI. By exponentially fitting the 

signal values to the TE, the T2 

values were computed. (a) ROI set 

of multi-echo T2 image (sagital 

plane). (b) ROI set of multi-echo 

T2 image (coronal plane).

SE T2 상의 S.I를 기 으로 하여 S.I 변화에 하여 T2 값

을 측정하 고 이를 토 로 하여 건강한 그룹과 슬 염 

그룹의 각 ROI별 T2 값을 평균화하여 비교하 다. 각 그룹

의 T2 값 증감률 차이는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SPSS win 12.0)을 통하여 검증 하 다. 변수 보정을 

해 부분상 분석(partial correlation)을 이용하 다(p＜0.05).

  정성  평가는 상의학과 문의 2명과 방사선사 3명의 

Blind test를 통하여 실시하 으며 T2 map color scale 상

의 능  변화유무를 찰하 다(Fig. 5).

결    과

1. 정량  분석

  ROI 별 측정된 S.I의 sample은 다음과 같다(Fig. 6). 건강

한 그룹과 슬 염 그룹의 시상면과 상면의 내, 외측 

연골에 한 각각의 T2 값은 시상면에서는 퇴 연골의 

경우 슬  그룹의 평균 T2 값(42.22±2.91 ms)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36.26±5.01 ms)보다 크게 나타났고 평균 

T2 값의 차이에 한 독립표본검정 결과 통계 으로 슬

염 그룹과 건강한 그룹의 시상면 평균 퇴 연골의 차이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39).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43.83±1.43 ms)이 건강한 그룹

의 평균 T2 값(36.45±3.15 ms)보다 크게 나타났고 평균 T2 

값의 차이에 한 독립표본검정 결과 통계 으로 슬 염 

그룹과 건강한 그룹의 시상면 평균 경골 연골의 차이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42) (Table 2).

  상면에서는 내측 퇴연골의 경우 슬 염 그룹의 평

균 T2 값(45.65±7.10 ms)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36.49 

±8.41 ms)보다 크게 나타났고 평균 T2 값의 차이에 한 

독립표본검정 결과 통계 으로 슬 염 그룹과 건강한 그

룹의 상면 평균 내측 퇴 연골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23). 내측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 염 그



조재환 외 3인：MR T2 Map 기법을 이용한 슬관절염 환자의 연골 변화 평가

- 302 -

Fig. 5. Color-coded T2 maps. Blind 

tests were executed by two radio-

logists and three practitioners and 

they observed sensory changes on 

the T2 map color scale images.

룹의 평균 T2 값(44.46±3.44 ms)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37.61±1.97 ms)보다 크게 나타났고 평균 T2 값의 차이에 

한 독립표본검정 결과 통계 으로 슬 염 그룹과 건강

한 그룹의 상면 평균 내측 경골 연골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41). 외측 퇴 연골의 경우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43.41±4.99 ms)이 건강한 그룹의 평

균 T2 값(37.64±4.02 ms)보다 크게 나타났고 평균 T2 값의 

차이에 한 독립표본검정 결과 통계 으로 슬 염 그룹

과 건강한 그룹의 상면 평균 외측 퇴 연골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36) (Table 3). 외측 경골 연골

의 경우도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43.78±8.08 ms)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36.62±7.81 ms)보다 크게 나타났

고 평균 T2 값의 차이에 한 독립표본검정 결과 통계 으

로 슬 염 그룹과 건강한 그룹의 상면 평균 외측 경골 

연골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27) (Table 4). 

  결과 으로 건강한 그룹과 슬 염 그룹의 시상면, 

상면 T2 map 상에서 내, 외측 연골 모두 변화의 차

이는 크지 않는 반면 슬 염 그룹의 경우는 내, 외측 

연골 모두 변화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평균 T2 값이 

건강한 그룹 보다 크게 나타났다.

2. 정성  평가

  정성  평가에서는 건강한 그룹과 슬 염 그룹의 T2 

map color scale 상의 변화유무에서 건강한 그룹의 상

에서는 17.8%, 슬 염 그룹의 상에서는 78.6% 정도 

Red pixel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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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mple of the measured 

signal by ROI. The sample of the 

measured SI in each ROI is as 

follows. (a) ROI set of multi-echo 

T2 image (sagital plane). (b) Signal 

intensity in sagital plane. (c) ROI 

set of multi-echo T2 image (coro-

nal plane). (d) Signal Intensity in 

coronal plane.

Table 2. Comparison of cartilage compartment T2 values in 

the sagittal plane.

Sagittal

Femoral 

cart.*
p-value† Tibial 

cart.*
p-value†

Healthy group 36.26±5.01 0.039 36.45±3.15 0.042

Osteoarthritis group 42.22±2.91  3.83±1.43

*Data are the mean standard error in milliseconds, †Data are 

p-values. In the case of the sagittal plane,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femor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healthy group. Also,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tibi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2 values in 

the healthy group (p＜0.05).

Table 3. Comparison of cartilage compartment T2 values in 

the coronal plane.

Coronal

Medial 

femur 

cart.*

p-value
†

Medial 

tibia 

cart.*

p-value
†

Healthy group 36.49±8.41 0.023 37.61±1.97 0.041

Osteoarthritis group 45.65±7.10 44.46±3.44

*Data are the mean standard error in milliseconds, 
†

Data are 

p-values. In the case of the coronal plane,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medial femor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healthy group. Also,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medial 

tibi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2 values in the healthy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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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artilage compartment T2 values in 

the coronal plane.

Coronal

Lateral 

femur 

cart.*

p-value†

Lateral 

tibia 

cart.*

p-value†

Healthy group 37.64±4.02 0.036 36.62±7.81 0.027

Osteoarthritis group 43.41±4.99 43.78±8.08

*Data are the mean standard error in milliseconds, †Data are 

p-values. In the case of the coronal plane,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lateral femor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healthy group. Also, the average T2 values of the lateral 

tibi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2 values in the healthy group (p＜0.05).

Table 5. The change rate of healthy group and arthritis group’s T2 map color scale image (%).

Observers 1 2 3 4 5 Average

Healthy group (n=30)*  7 (23,3%)  5 (16.6%)  6 (20%)  8 (26.6%)  9 (30%) 17.8%

Osteoarthritis group (n=30)* 22 (73.3%) 24 (80%) 21 (70%) 25 (83.3%) 26 (86.6%) 78.6%

*No. of patients. The change in red pixels on the image was found to be 17.8% in the healthy group and 78.6% in the patient group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고    찰

  상의학 분야에서의  연골의 평가에는 많은 상화 

방법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기공명(MR) 상

은 월등한 연부조직의 조도를 가지고 있어서 연골의 손

상과 회복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

다.11-13)

  연골의 MR 상화에는 다양한 Pulse sequence를 이

용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T1 강조 상에서는 연골이 

균질의 신호 강도(S.I)를 나타내나 연골과 액 사이

의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층모양은 나오지 않고 한 

표면의 불규칙성이나 국소결손은 악하기 힘든 단 이 있

다.14) T2 강조 상에서는 액이 고강도의 신호강도로 

나오므로 마치  조 술을 시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

어 표면의 불규칙성이나 국소결손을 알아내기 쉬우나 

T1 강조 상보다 공간 해상도가 낮고 연골 하골과 연

골의 구별이 잘 안 된다.14,15) T1강조 상에서 지방억제(fat- 

suppression)기법을 사용하면 연골하골과 연골의 비교

가 잘 되게 된다. 즉 fat-suppression은 연골의 신호강도

의 역동  범 를 증가시키고  화학  천이(chemical 

shift) 상을 막을 수 있으며 움직임이 있을 경우 지방의 

신호강도로 인한 유령 상(phantom phenomenon)을 여 

으로서, 연골과 골 사이의 구별이 용이하게 된다.16) Fast 

Spin-echo (FSE)기법을 이용하면 연골과 주  조직 사

이의 구별이 용이해지고 Magnetization transfer에 의해 

연골 내의 신호강도 차이로 연골결손을 더 잘 볼 수 있는 

장 이 있고 연골 내부의 이상을 보는 데는 더 민하다는 

이 이 있으며 속에 의한 인공물이 잘 안 생기는 장 이 

있다.16,17) Fat-suppressed 3D SPGR (Spoiled Gradient Recal-

led) 상에서는 자연골이 고 신호강도로 나타나 연골하

골이나 액과 조되기 때문에 밝은 흰색을 띄어 구별

이 잘 되므로 연골의 정확한 용 과 병변을 찾아내는데 정

확하다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14,18-20) 그러나 이러한 MR 

상 기법들은 연골의 두께와 부피묘사를 한 공간해상도

의 제한과 연골의 생리  기 에 한 정보 등의 부족으로 

세 한 묘사에는 제한이 있다.21)

  연골의 조기 손상 시 구조 인 변화가 일어나기 에 생

화학  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Delayed Gadolinium-Enhan-

ced MRI of cartilage (deGRMRIC), Sodium MR imaging, T2 

mapping, Diffusion-weighted MR imaging, Magnetization tran-

sfer 등 몇 가지 최신 기법이 용되고 있다.22)

  이러한 연골평가의 최신기법 에 사용된 T2 map 기법

은 연골 내 구성성분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며, 세포외 기질

인 콜라겐(Collagen)성분  구조의 변형을 분석하는 검사

이다. 보통 정상 연골은 연골세포와 세포외 기질(extra-

cellular matrix)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외 기질은 물(75%)

과 해질(sodium), collagen II fibrils (20%), proteoglycans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roteoglycan은 protein core에 

부착되어 있는 glycosaminoglycans (GAG)으로 구성되어 있

고 음 하를 띄고 있다. 물은 collagen-proteoglycan solid ma-

trix로 구성된 간질에 있으며  연골에 물이 많기 때문

에 임상  자기공명 연구가 가능하다. 정상 성인의 연

골 두께는 략 1.2∼7 mm 정도이며 인체에서 슬개연골이 

가장 두껍다.23) 이 기법은 조직의 생리화학  고유성질에 

한 MR 상의 민감도를 발 시키는데 일익을 하 으며 



의학물리：제 20 권 제 4 호 2009

- 305 -

분자 단 의 연골기질 내 고형 구성물과 물 사이의 상호 

작용에 한 값을 정량 이며 비 침습 으로 평가할 수 있

게 하 다. T2의 공간  분포에 한 측정은 연골의 손상

에 련하여 물 성분의 증가 는 감소되는 구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연골 내 국소 인 T2의 증가는 콜라겐 

구조의 손실로 인한 세포외 기질의 손상과 련이 있다.24) 

한 손상된 연골조직 내 삼투에 의한 물 분자의 양  변

화나, 연골의 압력에 의한 콜라겐지지체 내부의 물 분자의 

공간  변이로 측정값이 증가 는 감소할 수 있다.25) 특히 

염은 시토카인, 기질단백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

nase, MMP)에 의해 연골 괴를 일으켜 콜라겐 구조의 손

실을 일으킨다.26) Liess 등은 연골의 압박과 이완에 따른 물

성분의 변화를 T2 mapping을 통하여 검증하여 연골질환의 

조기 진단에 T2 map 기법이 도움을  수 있다고 제안하

다.8) 근 골격계 분야에서 T2 map 기법 연구는 주로 슬

염 환자를 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Smith 등7)은 건강한 사

람을 상으로 슬  연골에서 구역별로 나 어 T2 값을 

측정하 고 슬개 연골부 에서는 45.3±2.5 msec 퇴 연골 

부 에서는 46.0±3.4 msec 경골 연골 부 에서는 45.5±3.9 

msec 정도의 값을 보이고 이는 부 별 연골 내 물 성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하 다.

  Liess 등8)은 건강한 사람을 상으로 축상 상을 얻고 슬

개 연골 부 에 심 역을 두어 강제로 연골의 압박을 가

하기 과 가한 후의 T2 값을 측정하 고 압박을 가하기 

에는 23.1±0.5 msec 가한 후에는 23.7±0.6 msec로 약 2.6± 

1.0% 증가 하 다. 이는 연골 내 물 성분의 차이에 의해 나타

난 것이고 차후에 연골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물 성분의 변

화에 의해 T2 값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슬 염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Xiaojuan 등27)의 연

구가 표 인데 T2 map 기법을 이용하여 건강한 사람과 

슬 염 환자를 상으로 축상 상을 얻고 슬개 연골 부

에 심 역을 두어 T2 값을 측정하 고 건강한 사람은 

34.74±2.48 msec 슬 염 환자는 39.63±0.69 msec로 슬

염 환자의 T2 값이 증가 하 고 이 한 연골 내 물 성

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는 축상면을 얻어 슬개 연골의 T2 값

을 연구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상면과 상면을 얻어 

내, 외측 연골에 한 각각의 T2 값을 측정 하여 슬

염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연골을 비교하 다. 측정 결과 

건강한 그룹과 슬 염 그룹의 시상면과 상면의 내, 외

측 연골에 한 각각의 T2 값은 시상면에서는 퇴연

골의 경우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보다 크게 나타났고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보다 크

게 나타났다. 상면에서는 내측 퇴연골의 경우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 보다 

크게 나타났고 내측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보다 크게 나타났

다. 외측 퇴연골의 경우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이 

건강한 그룹의 평균 T2 값보다 크게 나타났고 외측 경골 

연골의 경우도 슬 염 그룹의 평균 T2 값이 건강한 그룹

의 평균 T2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과 으로 건강한 그

룹과 슬 염 그룹의 시상면, 상면 T2 map 상에서 

내, 외측 연골 모두 변화의 차이는 크지 않는 반면 슬

염 그룹의 경우는 내, 외측 연골 모두 변화의 차이

는 크지 않았지만 평균 T2 값이 건강한 그룹 보다 크게 나

타났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은 첫째는 평균 

T2 값이 기존에 연구에서 발표된 T2 값과 차이가 난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령과 측정 구역에 따라서도 연

골조직 내 삼투에 의한 물 분자의 양  변화가 달라서 평

균 T2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정성  평가에서 슬 염 그룹의 T2 map color 

scale 상의 변화유무에서 T2 값은 증가 하 지만 78.6% 

정도 Red pixel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고 21.4%에서는 

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 증가된 T2 값의 수치가 작

아서 화면에서 보여주는 변화를 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

우로 보여진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슬 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과 염이 

있는 환자의 연골의 T2 값 변화를 정량 , 정성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얻었고, T2 map 기법이 

슬 염 진단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T2 map 기법은 근 골격계  분야에서 진단  도구로서의 

효율성, 여러 후 인자와의 상 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

가 산재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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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ing the MR T2 map technique, this study intends, first, to measure the change of T2 values of cartilage 

between healthy people and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and, second, to assess the form and the damage of 

cartilage in the knee-joint, through which this study would consider the utility of the T2 map technique. Thirty 

healthy people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clinical history and current status and another thirty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who were screened by simple X-ray from November 2007 to December 2008 were 

selected. Their T2 Spin Echo (SE hereafter) images for the cartilage of the knee joint were collected by using 

the T2 SE sequence, one of the multi-echo methods (TR: 1,000 ms; TE values: 6.5, 13, 19.5, 26, 32.5. 40, 

45.5, 52). Based on these images, the changes in the signal intensity (SI hereafter) for each section of the 

cartilage of the knee joint were measured, which yielded average values of T2 through the Origin 7.0 Professional 

(Northampton, MA 01060 USA). With these T2s,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was performed by SPSS Window 

version 12.0 to run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to 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healthy group 

and the patient group. Closely looking at T2 values for each anterior and lateral articular cartilage of the sagittal 

plane and the coronal plane, in the sagittal plane, the average T2 of the femor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with arthritis of the knee (42.22±2.91)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2 of the healthy group (36.26±5.01). Also, 

the average T2 of the tibi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43.83±1.43) was higher than the average T2 in the 

healthy group (36.45±3.15). In the case of the coronal plane, the average T2 of the medial femoral cartilage 

in the patient group (45.65±7.10) was higher than the healthy group (36.49±8.41) and so did the average T2 

of the anterior tibial cartilage (i.e., 44.46±3.44 for the patient group vs. 37.61±1.97 for the healthy group). 

As for the lateral femoral cartilage in the coronal plane, the patient group displayed the higher T2 (43.41±4.99) 

than the healthy group did (37.64±4.02) and this tendency was similar in the lateral tibial cartilage (i.e., 

43.78±8.08 for the patient group vs. 36.62±7.81 for the healthy group). Along with the morphological MR 

imaging technique previously used, the T2 map technique seems to help patients with cartilage problems, in 

particular, those with the arthritis of the knee for early diagnosis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of the cart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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