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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근과 외측 익돌근에서 발생된 국한성 화골성 근염 :

개구제한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증례보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교실

한원정

국한성 화골성 근염은 근육내에 섬유조직과 이소성 골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외상성 화골성 근염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외상, 외과적 술식, 지속적인 자극에 의하여 근육이 골화되는 질환이다. 주로 팔, 다리 근육에서 발생되며, 저작근에서 발생

되는 예는 드물다. 저작근에 발생된 경우 주된 임상증상은 개구제한이며 환자는 이환부위의 동통이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30대 남성이 개구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여 임상검사와 방사선검사 후 저작근중에서 좌측 측두근과 외측 익

돌근에서 발생된 국한성 화골성 근염으로 진단 내려진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주제어: 화골성 근염, 저작근, 개구제한, 전산화단층영상, 자기공명영상

1)Ⅰ. 서 론

화골성 근염(Myositis ossificans)은 근육의 간질

내에 섬유조직과 이소성 골(heterotopic bone)이 형성

되는 질환으로 국한성 화골성 근염(localized

myositis ossificans)과 진행성 화골성 근염

(progressive myositis ossificans)으로 분류된다.1) 국

한성 화골성 근염은 외상성 화골성 근염(traumatic

myositis ossifican)으로도 알려졌으며, 급성외상, 외

과적 술식, 기타 지속적인 자극에 의하여 근육이 골화

되는 질환으로 주로 팔 근육, 다리의 대퇴부 근육에서

발생된다.
2,3)

그러나 두경부 영역에서의 발생은 흔하

지 않으며, 영문으로 보고된 증례는 52 증례이다.4,5)

병소는 모든 저작근에서 발생되며, 그 중 교근

(masseter muscle)에서 발생된 증례가 가장 많이 보

고되었다. 환자의 주된 임상 증상은 개구제한이다.2,4,5)

두경부 영역에서 발생된 국한성 화골성 근염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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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진을 통하여 환자의 외상 경험 유무를 알아보고,

임상검사를 통하여 개구제한 및 해당부위의 불편함

을 평가한 후, 전산화단층방사선촬영등의 영상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본 저자는 개구제한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좌측

측두근과 외측 익돌근에서 발생된 국한성 화골성 근

염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임상 증례

39세 남성 환자가 구치부 치아치료를 원하지만 좌

측 턱관절의 통증과 입이 벌어지지 않음을 주소로 내

원하였다. 환자는 2주전부터 좌측 측두골 상방부가

부어있고 단단한 느낌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개구제한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였다. 문진에서 환자

는 다른 병원에서 4일간의 물리치료와 5일간의 약을

복용하였으며, 목과 어깨 맛사지를 받았다. 그 이후

목부위의 뻐근함이 해소되면서 개구량이 증가하였다

고 하였다. 과거병력 검사에서 수 년전에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과 뇌좌상 경험이 있었으며 환자는 최근

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악관절 검사에서는 개구시 하악이 좌측으로

변위되었고 관절음은 없었다. 저작근 외부 촉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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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n panoramic view, No evidence of specific

calcification at the left masticatory muscle

portion, except dental caries of posterior

teeth

Fig. 2. On transcranial view of TMJ, No anterior

translation of left condylar head to articular

fossa

Fig. 3. On coronal view of computed tomographic,

linear calcification at the medial side of left

coronoid process

는 좌측 심부 교근에서만 통증을 언급하였고 내측 익

돌근과 외측 익돌근은 개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기에 구내 촉진을 하지 못했다. 환자의 영상검사 중

파노라마방사선사진에서는 상․하악 대구치의 치아

우식증과 잔존치근이 있었으며, 좌․우 하악과두 모

양과 피질골 변연에서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

다(Fig. 1). 경두개방사선사진에서는 좌측 하악과두의

전방 움직임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우측 하악과

두는 최대 개구시에만 약간의 전방 움직임이 관찰되

었다(Fig. 2). 초진 검사결과로 좌측 저작근의 근막동

통증후근으로 잠정 진단하고 약물처방하였고 물리치

료를 시행하였다.

재내원한 환자는 이전보다 좌측 측두부의 부은 정

도가 줄었고 개구량이 늘었다고 하였으나 개구시 통

증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개구량 검사에서 최대개구

량이 5 mm, 수동적 최대개구량은 8 mm 였다. 우측

측방이동시 심한 제한이 있고 전방이동시에는 좌측

으로 하악이 편위 되었다. 저작근 촉진검사에서는 좌

측의 외측 익돌근, 내측 익돌근, 교근, 측두근에서 통

증이 발생되어 해당 근육의 연축(spasm)을 의심하였

다. 한편, 좌측 측두근의 비대 및 기타 이상소견과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전산화단층방사선촬영과 자기공

명영상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산화단층방사선영상에서는 좌측 근돌기 내측에

서 측두근의 주행과 같은 방향으로 선모양의 골 구조

물이 관찰되었다(Fig. 3,4). 자기공명영상의 시상면

Fig. 4. On sagittal view of computed tomographic,

calcification parallel to temporal muscles at

the upper portion of coronoi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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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n T1 weighted image of MRI, (a) normal right lateral pterygoid muscle, (b) left lateral pterygoid muscle

with iso-signal and left temporal muscle with low signal

Fig. 6. On T2 weighted image of MRI, (a) normal right lateral pterygoid muscle, (b) left lateral pterygoid muscle

with high signal and left temporal muscle with low signal

T1강조영상에서 좌측 외측 익돌근에서는 우측 외측

익돌근과 같은신호(isointense)의 불분명한 근조직 소

견과 근부종(muscle edema)이 관찰되었고 측두근에

서는 부분적으로 저신호(low signal)가 관찰되었다

(Fig. 5a, 5b). 시상면 T2강조영상에서는 좌측 외측

익돌근에서 고신호(high signal)가 관찰되었으며, 측

두근에서 띠모양의 저신호가 관찰되었다(Fig. 6a,

6b). T1과 T2강조영상에서 관찰된 측두근내의 저신

호는 근육의 석회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산

화단층방사선영상과 자기공명영상의 특징적인 소견

으로 좌측 측두근과 외측 익돌근에서 발생된 국한성

화골성 근염으로 진단내렸다.

화골성 근염의 보존적인 치료를 위하여 무통범위내

에서 개구운동과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권하

였다, 두 달후 최대 개구량이 9 mm로 증가하였고 개

구시 중심선 편위가 초진시보다 50%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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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 찰

국한성 화골성 근염은 1958년 Thoma가 최초로 언

급하였으며, 외상 후 발생된 근육내 혈종에 의하여 석

회화가 야기되고 점차적으로 근육조직이 골화되는

질환이라 하였다.6)

병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하

여 유발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받아들어지고 있는 설은 외상 후 연조직내로 이

동된 골 파편(bone fragment)이 자가분해(autolysis)

되어 골 형태발생 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을 분비시키게 되는데, 이때 혈종이 중

요한 전구체(precursor)역활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석회화되고 점진적으로 골화된다는 기전이다
5). 본 증례의 경우에는 주소와 관련된 직접적인 외상

은 없었지만, 문진 결과 수 년전에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었음을 알았고, 최근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작근에 미세한 자극이 가해졌을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전에 보고된 증례들의 경우 국한성 화골성 근염

의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는 큰 외상(macrotrauma)은

증례의 70～75% 이였으며, 나머지는 미세한 자극

(microtrauma)에 의하여 발생된 증례라고 하였다.
4,8)

Ramieri 등
2,5)

도 저작근이 이환된 경우에는 외과적 발

치, 근육내 국소마취등의 외상(major trauma)이 원인

이 되기도 하지만, 미세한 자극이나 인지되지 않은 외

상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Aoki 등2)은 화골성 근염 23증례를 보고하고 양상

을 비교한 결과, 환자의 평균연령은 47세였고, 연령이

15세에서 87세로 다양하여 발생율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압도적으로 관

찰되었다고 하였다. 가장 많이 발생한 저작근은 교근

이였으며, 이는 직접적인 외상을 받을 수 있는 해부학

적 위치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내측 익돌근의 경우

에는 국소마취나, 제3대구치의 지치 주위염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하였다. 통상적으로 저작근중에서 하나의

저작근이 이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였다. 본

증례는 39세 남성의 측두근과 외측 익돌근이 같이 이

환된 경우였으며, 전산화 단층영상에서 석회화된 측

두근 일부가 관찰되었고, 석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자기공명영상에서 외측 익돌근의 근육 부종이

관찰되어 화골성 근염으로 진단내려진 경우이다. 국

한성 화골성 근염의 가장 흔한 임상증상은 개구제한

이다. Hugo 등
9)
은 개구제한 이 발생되기 5주전에 치

과치료의 경험이 있고, 치과치료 3주후부터 개구량이

감소됨을 주소로 내원하여 측두근내의 석회화 구조

물을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제거한 증례를 보고하

였다. 측두근에서 발생된 드문 경우로 본 증례와 전산

화단층방사선영상소견이 매우 유사하였다.

국한성 화골성 근염은 방사선영상의 특징적인 소

견으로 진단할 수 있다. 초기 병소는 두개저와 같은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중첩으로 인하여, 파노라

마방사선사진등의 2차원 방사선사진에서는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증례에서도 석

회화 구조물이 작고 인접 구조물과 중첩되어 파노라

마방사선사진에서는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전산화단층방사선영상은 석회화 및 골화 소견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병소와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진단 및 외과적 치료시에 매

우 유용한 영상진단방법이다.5,10) 영상에서 관찰되는

석회화 소견은 두가지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근

육 주변부에서 관찰되는 깃털양상과 다양한 밀도를

갖는 불규칙한 석회화 구조물의 두가지 양상이다.10)

본 증례의 경우에는 근돌기의 기시부에서 시작되는

석회화 구조물이 측두근의 주행경로에 따라 띠 구조

물로 관찰되었다.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조직학적 소견

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T1

강조영상에서는 근육내에서 근육과 같은 신호강도의

구조물로 되며, T2강조영상에서는 근육보다 높은 신

호강도의 구조물로 관찰되고 주변조직의 부종이 함

께 관찰되기도 한다.
7,10)
. 병소가 진행되어 골화되거나

섬유화가 일어나면 신호는 감소되어 관찰된다.10) 본

증례에서는 외측 익돌근이 석회화가 진행되지 않았

기에 전산화단층방사선영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

만, 자기공명영상의 T2강조영상에서는 높은 신호강

도를 나타냈고 근육의 부피가 증가된 근육부종의 소

견이 관찰되어 초기 화골성 골염도 고려해볼 수 있었

다. Hugo 등9) 이 보고한 증례의 경우 전산화단층방사

선영상에서 석회화가 관찰된 측두근 뿐만 아니라 외

과적 수술과정에서 내측 익돌근과 교근내에서도 섬

유화와 석회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석회화 및 골화가 미처 진행되지 않은 초기

의 병소인 경우에는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병소

의 이환 범위 및 양상을 관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한성 화골성 근염의 치료는 진행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처치를 우선시 하도

록 하며, 적절한 휴식과 추가적인 외상 및 자극을 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외과적인 처치는 환자가 지속

적으로 동통을 호소하거나 심한 개구제한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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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10)

일부 저자들은 술 후

에 야기될 수 있는 개구제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외상 후 3～6주 후에 석회화 구조물의 외과적

제거를 시행하고 술 후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하도록

권하였다.
9)

저작근의 국한성 화골성 근염은 드물게 나타나는

병소로 본 연구는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외상 후에

좌측 측두근과 외측 익돌근에 이환된 국한성 화골성

근염에 대한 증례보고이다. 진단은 외상 및 치과치료

경험 유무에 대한 세심한 문진과정, 환자가 호소하는

개구제한이나 해당 저작근의 동통등에 대한 임상검

사 그리고 특징적인 석회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

전산화단층방사선검사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초기 국한성 화골성 근염에서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하여 석회화가 진행되기 전인 초기 병소의

위치와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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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longed mouth opening, surgical procedure, local anesthesia injection. The main clinical feature is the mouth open

limitation. The diagnosis of myositis ossificans is usually based on the patient's history, clinical symptoms and on

imaging finding. We present the case of patient with localized myositis ossificans of the temporal and lateral ptery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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