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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과두 흡수(Condylar Resorption)에 한 고찰

북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 교실

이  경  은 

  하악과두 흡수(condylar resorption)는 하악과두 용해라고도 하며 과두형태변화와 크기 감소가 진 으로 는 갑작스럽

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류머티스 염, 신성 홍반성 낭창, 스테로이드 복용

(usage), 교정치료, 악교정 수술후 일어나는 과두흡수(secondary condylar resorption)와 특별한 원인 없이 일어나는 특발성 

과두흡수(primary condylar resortion)로 나  수 있다. 이러한 하악과두 흡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골소실로 인해 이환측 

과두에서 후방 지지의 갑작스런 상실이 래된다. 이로인해 하악이 변 될수 있으며 교합변화, 개방교합과 같은 교합변화와 

하악의 후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자는 하악과두 흡수가 일어난 증례를 보고하며 과두흡수와 련된 인자, 병리기 , 환자 리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하악과두 흡수, 하악과두 용해, 특발성 하악과두 흡수

1)I. 서    론

  턱 은 신체내에서 가장 복잡한  가운데 하

나로 두개골과 하악골로 이루어진 번운동과 활주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첩활주 (ginglymoa-

rthrodial joint)이다. 이는 하악과두가 측두골의 하악

와에 맞추어져 형성되며 이 두 개의  사이에 

원 이 비골화된 골(nonossified bone)로 작용하여 복

잡한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1).

  턱 은 성숙 정도에 따라 구조 인 차이가 있으

나 일반 으로 성장하는 의 표면은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측두골에서보다 과두

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강으로부터 골조

직까지는 섬유성 결합조직층, 세포 집증식층, 자

연골층, 연골내골화층으로 구분된다2). 성인의 면

은 층, 증식층, 섬유연골층, 석회화연골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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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이  층은 다른 활액 과 달리 치

한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양연골에 비

해 증령으로 인한 향에 덜 민감하여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덜 괴되고 자양연골보다 훨씬 좋은 수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섬유연골층은 압축력과 측

방력에 항할 수 있는 있는 3차원 망상구조를 가지

고 있다
1)
.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측두하악 은 일생

동안 리모델링이 일어나며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

째는 기능  리모델링이다. 이는 정상 인 기능속에

서 하악의 과두가 응해가는 과정(즉 정상성장, 안정

인 길이, 안정된 교합)으로 이나 교합의 기계  

기능의 변화없이 구조가 형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비기능  리모델링이다. 수용능

력 이상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는 자체 수용능력이 

감소하여 하악과두가 하게 응하지 못하고, 과

두가 비정상 으로 변형되며 여러 특징 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하악과두 부피와 하악지 높이의 

감소, 진  하악후퇴(성인), 하악성장률감소(성장

기)등 원치않는 결과가 나타난다3). 이에 측두하악

에서 비기능 으로 하악이 변화하는 하악과두 흡

수에 한 증례를 살펴보고 이에 한 원인과 기 에 

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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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    례

증례 1 - 류머티스 염으로 인한 하악과두 흡수

  13세 여자로 양측 턱 부 의 통증과 개구제한

이 주소 다. 2년  주소가 발생하 으나 특별한 치

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증상이 계속되어 내원하 으

며 과 달리 치부가 뜨는 듯 하다고 호소하 다. 

Fig. 1. 노라마 사진

Fig. 2. 자기공명 상

Fig. 3a. 1년 6개월  진사진

    
Fig. 3b. 

노라마에서 치부 개방교합이 찰되고, 양측 하

악과두은 편평화가 심하여 정확한 하악과두의 모양

을 찾기가 어려웠으며(Fig. 1), 자기공명 상에서 양

측 하악과두와 융기의 편평화와 불규칙 인 것

이 찰되고 원 의 뚜렷한 모양을 찰하기가 

어려웠다(Fig. 2). 이에 류머티스 염에 의한 하악

과두 흡수로 진단내리고 류머티스내과로 의뢰하 으

며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로 진단받았다.

증례 2 - 교정치료 에 발생한 하악과두 흡수

  18세 여자로 좌측 턱 부 의 통증으로 교정과

에서 구강내과로 의뢰되었다. 1년 6개월  진 사진

과 비교시 좌측 하악과두의 변형이 찰되고(Fig. 3a, 

3b), dental CT에서는 좌측 하악과두에서 침식이 

찰되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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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좌측 턱 의 dental CT

증례 3 - 악교정수술후 발생한 하악과두 흡수

  18세 남자로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하악 방부, 

우측 하악과두 neck fracture로 수술 후 경과 찰  

우측 하악과두의 형태변형과 안면비 칭이 발생하여 

구강내과로 의뢰되었다. 사고후 우측 하악과두 neck 

fracture가 존재하여(Fig. 5a)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Fig. 5a.  사고 후 노라마사진  Fig. 5b. 수술 1개월 후 

Fig. 5c. 수술 6개월 후

1달후 사진에서는 골 부 가 완 히 치유되지는 않

았으나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Fig. 5b). 그러

나 6개월후 재내원 하 을 때 우측 하악과두의 형태

는 불분명하고, 하악정 선이 우측으로 변 되는 비

정상  치유 양상이 찰되었다(Fig. 5c). Dental CT

에서 우측 하악과두가 심하게 괴되어 정확한 형태

를 알 수 없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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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우측턱 의 dental CT

Fig. 7a.  진시 노라마

   

Fig. 7b. 턱 특수 노라마

    

Fig. 8. 좌,우측 턱 의 dental CT

증례 4 - 특별한 원인없이 발생한 하악과두 흡수

  21세 여자로 2～3달 부터 작과 개구시 우측 턱

부에 지속 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하 다. 

학교 때 치부 개방교합이 생긴 것 같으며 이때부

터 간헐 으로 통증이 존재하 으나 치료는 받지 않

았다고 하 다. 노라마에서 치부 개방교합과 왜

소한 좌측 하악과두가 찰되고, 턱 특수 노라마

에서는 양측 과두의 골변화가 찰되었다(Fig. 7a, 

7b). Dental CT에서 우측 하악과두의 불규칙한 골변

화, 좌측은 편평화와 침식, osteophyte가 존재하 다

(Fig. 8). 

Ⅲ. 하악과두 흡수의 정의 

 

  턱 의 비기능  리모델링인 과두흡수(condylar 

resorption)는 과두용해라고도 하며 과두 형태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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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감소가 진 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4). 임상 으로, 환자는 교합과 골격의 불안정, 턱

기능이상, 통증을 호소하며 안면비 칭, 치부 

개방교합, 하악후퇴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 원인은 정

확히 밝 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인자들과 연

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소 으로는 외상, 교정치

료, 악교정수술 등이 있으며
6-13)
 신 으로는 류머티

스 염14,15), 신성 경화증16), 홍반성 낭창17)같은 

질환이나 스테로이드 복용 등이다18). 그러나 특별한 

계기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4)
.

 하악과두 흡수는 osteoarthrosis라고 묘사되어지기

도 하며 이를 de Bont(1993)은 primary(idiopathic) 

type과 secondary type으로 나 었으며 secondary 

type은 류머티스 염, 과도한 하 에 의한 측두하

악 의 해부학  변화, 교정치료후에 발생한다고 

하 고
19)
, Okeson은 골 염이 편측성으로 증상이 

심하여 상당한 양의 하골의 소실이 일어나는 상

태를 특발성 하악과두 흡수라고 하 다1). Arnett 

(1996)는 2  부정교합으로 진행하는 설명이 안되는 

하악과두 흡수를 특발성 하악과두 흡수라 하 으며3) 

Wolford는 일반 인 질환에 의한 과두흡수와 특발성 

과두흡수를 구분하 는데, 일반 인 하악과두 흡수는 

강이 좁아져 있으며, 섬유성연골의 염증성 괴, 

osteophyte이 형성 되고, 특발성의 경우는 그 지 않

다고 하 다. 따라서, 섬유성 연골의 소실이 없고 침

식이 없는 경우에만 특발성 과두흡수라

I. Host adaptive capacity factors

  A. Age

  B. Hormones

     a. Estrogen

     b. Prolactin

     c. Corticosteroids

II. Mechanical stress

  A. Occusal therapy

  B. Internal derangement

  C. Parafunction & Macrotrauma

  D. Unstable occlusion

Table. 1. Possible factors causing (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

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 그러나 임상에서 내

부를 직 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기 으로 분

류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하악과두 흡수 부분은 특별한 사건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교정 치료와 련된 경우에도 진  과

두흡수가 교정치료동안 는 후에 연 이 있는지 아

니면 치료 의 상태와 연 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 듯 하악과두 흡수는 아직까지 원인과 기 이 정

확하게 밝 지지 않아 정의  분류 한 명확하지 

않다. 하악과두 흡수, 특발성 과두흡수, 과두용해, 

진  과두 흡수(progressive condylar resorption)라

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활발하게 운동

에 참여하는 10  여성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하여 

Cheerleader’s syndrom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21). 따

라서 정의  분류에 해서는 앞으로 정립이 필요하

리라 여겨진다.

Ⅳ. 총   고찰

  하악과두 흡수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 지

지 않았다. 따라서 턱  구조를 변화시켜 (특발성) 

하악과두 흡수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을 살펴보도

록 하자. 다음과 같은 인자들이 있다3,22). (Table. 1)

1. Host adaptive capacity factors

1) 나이

  많은 연구들을 보면 하악과두 흡수가 10～30  여

성에서 호발한다6,9,11,21). 류머티스 염이 30～40  

이후, 퇴행성 염이 60  이후 호발하는 것17)과 비

교시 독특하며, 따라서 나이가 요한 개인  인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10～30  여성들이 교정치

료나 악교정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이며, 성비의 통계

학 인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13)
. 

2) 신  질환

  자가면역질환에서 하악과두 흡수가 보고되어 졌으

며 이에는 류머티스 염14,15), 신성 경화증16), 홍

반성 낭창17)등이 있다. 류머티스 염의 경우 턱

에 발생하는 비율은 4.7～80%로 보고되며 이는 진

단하는 사람마다 임상 , 방사선학  진단 기 이 다

양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5). 턱 에 이환시 통증, 

부종, 염발음, 개구제한 등과 같은 임상증상이 나타나

며 방사선학 으로는 50～80%에서 이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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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강 감소, 연골하낭종, 퇴행성 변화, 하악

과두의 모양과 길이 이상 등이 있다14). 

3) 호르몬

  호르몬이 련요인으로 제안되고 있다. 앞에서 살

펴봤듯이 부분 은 여성에서 과두흡수가 일어났

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은 하악과두 흡수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Aufdemorte and 

Milam은 에스트로겐과 로게스테론 수용체에 한 

primary TMJ에 해 실험하 으며 그 결과 암컷 비

비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발견되었으나 수컷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Abubaker는 면역조직

학  검사로 인간 턱 에서 에스트로겐과 로게

스테론 수용체에 해 연구를 하 다. 증상이 있는 여

성에서는 72%가 찰된데 비해 증상이 없는 여성에

서는 14%만이 찰되었다. 이러한 연구로 에스트로

겐이 하악과두 흡수와 연 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

고 있다3). 그러나 이와 반 로, 폐경기 이후 여성호르

몬이 감소하면서 골 염이 증가하고 이때 여성호

르몬을 투여시 골 염의 통증이 감소한다고 한다
17). 따라서, 이에 한 연구가 좀더 필요하리라 여겨

진다.

  로락틴은 유즙분비 호르몬으로 잠재 으로 면역

반응을 자극하고,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안되며 동물에서 연골과 의 붕괴를 유발하는 것

이 찰되었고 코티코스테로이드 치료시 에서 

흡수가 보고되어 련요인으로 제안된다3,18). 

2. Mechanical factors

1) Occlusal therapy

  교합조정, 보철치료, 교정치료와 같은 교합치료는 

치료동안이나 후에 과두의 치를 변화시켜 에 

압력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로써 하악과두에서 어느

정도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 교합조정이나, 보철치

료와 같은 경우는 교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과두 

흡수가 일어날 수 있으나
23)
, 교정치료와 악교정수술

은 치료 후 원치않는 하악과두 흡수와 이로 인한 교

합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4,6,9,21)

  Hwang et al.(2004)은 교정치료와 악교정수술 후 

과두흡수가 일어난 군과 일어나지 않은 군으로 나

어 측방 두부방사선 사진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과두

흡수가 일어난 군은 치료 에 high mandibular plane 

angle, small SNB, short posterior facial height, 

Fig. 9.

Fig. 10.

small posterior to anterior facial height ratio의 특징

이 있었으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에도 

increase in madibular plane angle, decrease in the 

SNB angle, posterior facial height & posterior to 

anterior facial height ratio가 찰되었다고 했다. 그

리고 이는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여 다고 하

다6) (Fig. 9). 한 노라마 사진상에서 하악과두

가 후방으로 기울어진 경우(posterior inclined neck)

에도 호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Fig. 10).

  악교정수술 후 하악과두 흡수는 많이 보고되고 있

으며9,12,13) 략 1～31%로 여겨진다9). 악교정수술 후 

하악과두 흡수의 병인은 정확히 밝 지지 않았지만 

골격 인 재발의 원인이 되므로 수술과 련된 험

인자를 살펴보도록 하자.

  Hwang et al.(2000)은 하악과두 흡수가 일어난 그

룹과 ANB가 4˚이상, 높은 mandibular angel(40˚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하악과두 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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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룹으로 나 어서 방사선학  평가를 한 결과 두 그룹

간의 하악 방이동 양의 차이는 없었으나 하악과두 

흡수가 일어난 그룹에서는 하악 편이 반시계방향으

로 많이 회 됨을 찰하 다. 한 17명  16명에서 

하악과두 흡수가 과두의 상방면에서 많이 일어났

다9). 이는 O'Ryan and Epker이 class II openbite 환

자의 하악과두 찰시 상방면에서 골소주가 다른 

부 보다 다는 것과
24)
 연 지어 생각해보면 악교정 

수술로 하악을 방이동시키고 고정하면, 하악과두가 

반시계방향으로 회 하여 과두의 골소주가 은 

상방이 loading을 받는 치로 회 하게 되어 하악과

두의 흡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 하악 방이

동은 설골상근을 긴장시켜 하악을 후하방으로 당기

고 이는 하악과두를 반시계방향으로 회 하게 한다
25)(Fig. 11). 

2) Internal derangement

 하악과두 흡수와 원 변 와 계에 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de Bont(1993)은 하악과두의 형태변화

는 정상 인 계에서도 일어나고 카데바의 20%에서 

비정상 인 계를 보 으나 하악과두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원 변 는 비기능  리모델링의 징후이

지 원인은 아니라고 하 다
19)
. 그러나 이는 카데바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Link and Nicker-

son(1992)는 악교정수술  환자 39명 분석시 32명이 

양측으로 원 변 가 있었고 이  15명은 양측에

서 비정복성 원 변 가 10명은 편측의 비정복성 

원 변 가 존재하 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5명

이 심한 arthrosis가 일어나 mandibular relapse가 발

생하 고 9명은 심한 통증을 경험하 다26). Ahn 

and Kim(2004)은 class II 부정교합을 가진 58명의 여

자환자를 교정치료 에 자기공명 상과 측방 두부방

사선 촬 을 하 다. 이  원 변 가 있는 경우 

posterior facial height와 ramus height 감소, 하악의 

후방회 과 후퇴가 찰되었다. 그리고 비정복성 

원 변  그룹과 정복성 원 변  그룹비교시 

비정복성 원 변 에서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나

타났다. 즉, 원 변 는 dentofacial 변화를 유발

시키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27)
. 다른 논문에서도 비정

복성 원 변 가 있는 경우 하악과두의 angle이 

크고, 한 과두 흡수도 컸다29). 즉,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하악과두의 변형은 원 변 때 일어나기 쉬

우며 특히 비정복성 원 변 와 연 이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29). 

3) Parafunction & Macrotrauma 

  Parafunction은 compression을 생산하고 이것으로 

하악과두 흡수가 일어날 수 있으며 는 다른 인자 

의한에 과정을 증가시킨다22). 제 3 구치 발치, 하악 

강타30), 수술5), distraction osteogenesis7) 같은 경

우에도 하악과두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 

4) Unstable occlusion

  불완 한 교합은 최 교합시 턱 에 압력을 가

해 과두흡수가 일어나는데 공헌할 수 있다. Gazit 

(1987) & Ehrlich(1982)은 불완 한 교합시 골흡수와 

섬유성연골의 석회화 같은 구조  변화를 찰하

고 다수 논문에서 하악 과두의 후방 비틀림이 있는 

경우 과두의 후방부 흡수가 발생함을 보고하 다22). 

V. PATHOGENESIS

  하악과두흡수의 기 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 지지 

않았으며 diseased human TMJ의 액과 조직에

서 기질 속분해효소, 사이토카인, 로스타 라딘, 

leukotrienes, neuropeptide, 자유라디칼에 의해 생성

된 산화물들이 추출 분리되어 이를 기 로 다음과 같

은 기 이 제안되고 있다31). 

1. Direct mechanical trauma model

  기계  하 은 균일분해(원자들이 공유한 자를 

하나씩 가지고 나 어지는 메카니즘)를 통해 자유라

디칼을 형성하여 결국에 하악과두 흡수를 일으킨다. 

자유라디칼은 다른 분자에서 자를 뺏어와 스스로

는 안정이 되나 다른 분자를 라디칼화 시키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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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환원반응이 지속 으로 발생하게 하여 결국에 

조직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 Hypoxia reperfusion model

  자유라디칼이 화된 조직에서 생성된다는 이론

으로, 기계  하 이 말 의 perfusion 압력보다 

클 경우 하이드로스택틱 는  스트 스를 만들

고 이는 류를 변화시키고 국소  허 을 만들며 세

포 사에 향을 주어 자유라티칼이 형성된다는 것

이다.

3. Neurogenic inflammation model

  최근에 많이 제안되는 이론으로 원 후조직이나 

낭인 의 신경말단에는 proinflammatory neuro-

peptide를 포함하는 신경말단이 모여있어 기계  자

극시 neuropeptide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neurope-

ptide는 주변세포에서 용해성 분자와 염증반응을 일

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자의 농도, 통증의 

정도, 국소  염증반응의 심각도와는 일치하지 않아 

여 히 이러한 분자들의 역할에 한 좀 더 밝 져야 

할 것이다32).

  결국 각 기 에 의해 연골의 순환과 재생에 여하

는 세포신호 달물질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이 자극을 

받고 사이토카인은 주변염증물질에 향을 다. 

한 이는 기질 속분해효소의 합성과 분비를 진시

켜 연골분해작용을 한다17,31). 각 제안되는 기 을 도

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Ⅵ. 결    론

  하악과두 흡수는 재까지 정확한 기 과 원인은 

밝 지지 않은 상으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비가

역 인 교합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가는 

하악과두 흡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특징

을 악하고 이러한 환자를 진료할 때는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한, 사 에 환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에 해 설

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사 에 하악과두 흡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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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악과두 흡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0～30  특히 여성  

  1) Hypoplasia of Mandible 경우

  2) 하악후퇴나 개방교합의 증가를 호소하는 경우 

  3) class II profile를 가진 경우

  4) 상기해당사항과 함께 턱 장애가 존재하는 경

우

  5) 상기해당사항과 함께 교정치료나 악교정수술이 

정인 경우

  6) 상기해당사항과 함께 교정치료나 악교정수술이 

정인 턱 장애 환자

  7) 외상 후 교정치료나 악교정수술이 정인 경우

  8) 악교정수술 후 턱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경

우

2. 하악과두 흡수가 일어났을 때는

  1) 기본 인 방사선검사와 함께 활성도를 알 수 있

는 골스캔을 촬 한다.

  2) 특별한 외부인자 없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류머

티스 질환과 같은 신질환을 의심한다.

  3) 액검사(ESR, CRP, RA factor, FANA)를 시행

한다. 

3. 환자 리 

  1) 원인인자를 조 하거나 제거한다. : 교정치료

에 턱 장애 증상이 있는지, 류머티스성 질환

과 같은 신질환을 평가한다

  2) 불안정한 교합이나 턱 을 안정시킨다. : 교정

치료와 같은 극 인 치료는 단하고 교합안

정장치 같은 안정성을 한 치료를 한다.

  3) 하악과두 흡수의 결과로 발생한 교합 이상을 교

정한다. : 단, 턱 이  안정하다고 증명될 때까

지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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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ndylar Resorption : Case Reports and Review

Kyung-Eun Lee , D.D.S.,M.S.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Institution of Oral Bioscience, College of Dentist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ndylar resroption, or condylysis can be defined as progressive alteration of condylar shape and decrease in mass. 

Although the cause is unknown, condylar resorption has been assocated with rheumatoid arthritis, systemic sclerosis, 

systemic erythematous, steroid usage, orthodontic treatment and orthognathic surgery. In most case, however, there is 

no identifiable precipitating event. Hence the term is 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 With condylar resorption, the bone 

loss is resulting in a loss of posterior support in the involved condyle and the mandible can then shift. As a result, the 

most patients exhibit occlusal change, openbite, retrognathism, and a decrease in posterior face height. This article 

reports cases of condylar resorption. And the author will review factors capable of changes of condyle, pathogensis and 

management of conylar r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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