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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과증식을 동반한 안면비 칭 환자에서 

과두 제술의 용과 효과

임경섭
a
ㆍ차정열

b
ㆍ황충주

c

  과두과증식은 하악의 3차원 인 골격 인 비 가 일어나는 병 인 상태이다. 이러한 과두과증식의 원인은 호르몬
의 작용, 외상, 감염, 유 , 태아기 때의 요인, hypervascularity 등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두과증식의 진단 시 
가장 요한 것은 과두과증식 상태가 아직도 활성화 상태인지 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두과증식의 상태에 따라서 
안면비 칭 환자의 치료는 이환측 과두의 성장 부 를 제거하는 과두 제술을 시행하는 방법,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상 인 악교정 수술만을 시행하거나 과두 제술을 병행하는 시술방법이 있다. 과두과증식의 활성화 상
태를 단하는 것은 치료 안정성에 매우 요한 요인이며, bone scan이나 주기 인 3차원 컴퓨터 단층촬 이나 정모 

두부방사선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에서는 과두과증식을 동반한 안면비 칭 환자를 과두 제술을 

이용하여 개선한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치교정지 2008;38(6):437-455)

주요 단어: 과두과증식, 과두 제술, 치료 안정성

서론

  안면비 칭은 유  혹은 선천  기형, 환경 인 

요인, 기능 인 변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안면비 칭을 야기하는 원인  과두과

증식은 1836년 Adam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편

측 혹은 양측 과두의 크기  형태 등에 향을 미

치는 비종양성 기원으로 발생하는 드문 이형성증

(malformation)이다. 과두과증식은 순환기 문제(cir-

culatory problems), 내분비 문제(endocrine disturbance), 

외상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며, 편측 과

두과증식(unilateral condylar hyperplasia)의 경우 하악

체  하악지의 하방 이동  교합평면의 기울어

짐(tilting), 이환측(affected side)의 상악 구치부의 과

정출 등의 임상  양상이 찰된다. 과두과증식을 

동반한 안면비 칭의 치료방법 결정 시 가장 요

한 결정 요인은 과두의 증식이 활성화 상태인지 평

가하는 것이다. 과두의 증식 상태가 활성화 단계라

면 술 후 재발을 막기 하여 과두 제술이 필요하

며, 과두가 안정화 상태라면 일반 인 악교정 수술

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1-3 

  한 과두과증식을 동반한 안면비 칭 환자의 경

우, 기 진단 시부터 다양한 주소  증상들을 호

소한다. 단지, 안면비 칭뿐 아니라, 안면비 칭을 

인지하기 에 악 의 통증   잡음 등과 같

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발병 연령 역시 

성장기 환자에서부터 성인까지 매우 범 하다.4-6 

하지만 교정과 의사나, 구강외과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한 주의 깊은 찰보다는 안면

비 칭의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요한 사실을 간

과하기 쉽다. 실제로 과두과증식에 의한 안면비

칭은 치료 후에도 계속 인 과두의 증식으로 재발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처음 진단 시부터 주의 깊

은 진단  병력청취가 요하다.  

  이번 증례에서는 과두과증식을 동반한 비 칭 환

자에서 과두 제술을 통한 치료효과  임상  양

상  응증 등에 해서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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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nd panoramic and cephalometric radiographs befo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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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st analysis before treatment. There is a mandibular midline deviation of 12.0 mm to the left side and the
mandibular arch is asymmetric.

　Measurements Norm Before treatment After condylectomy After treatment

SNA (o) 82.4 78.0 76.9 77.0 

SNB (
o) 80.4 77.8 75.1 76.0 

ANB (o) 3.0 0.2 1.8 1.0 

Wits (mm) −2.9 −6.7 −2.2 −4.5 
Mandibular body length (mm) 79.4 84.1 79.9 82.0 

Facial height ratio (%) 69.0 63.2 60.6 62.3 

SN to Go-Mn (
o) 32.0 39.2 44.1 36.7 

U1 to SN (
o) 107.0 104.2 107.2 101.3 

IMPA (o) 95.0 89.7 81.5 83.1 

Rickett's E line (Upper) (mm) 1.0 -1.0 0.9 −0.3 
Rickett's E line (Lower) (mm) 2.0 1.0 0.5　 0.4 

Table 1. Cephalometric data before and after condylectomy and after treatment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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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reatment  

  After 

condylectomy

After 

treatment

Mx6cusp, 

 Rt-horizontal
 91.8  92.5  85.8

Mx6cusp, 

 Lt-horizontal
 90.4  91.0  85.7

Jugular pc, 

 Rt-horizontal
 66.6  67.4  63.9

Jugular pc, 

 Lt-horizontal
 64.4  65.0  63.6

Ag, Rt-horizontal 112.7 110.6 112.6

Ag, Lt-horizontal 107.1 110.9 106.0

Menton-horizontal  12.9   7.4   1.0

Maxilla width  72.3  74.7  73.0

Mandible width  98.3  97.3  87.5

Horizontal, perpendicular to the line passing through 

crista galli and ANS, which are passing through crista 

galli; Vertical, line passing through crista galli and 

ANS; Mx6cusp-horizontal, distance from maxillary first 

molar palatal cusp to horizontal line; Jugular pc-hori-

zontal, distance from Jugular process to horizontal line;  

Ag-horizontal, distance from Ag to horizontal line; 

Menton-vertical, distance from menton to vertical line; 

Maxilla width, distance between left and right jugular 

processes; Mandible width, distance between left and 

right antegonial notches; Ag, antegonial notch.

Table 2. PA cephalometric data before and after con-
dylectomy and after treatment for Case 1 (unit: mm)

Fig 3. Bone scan results for case 1. Radio-isotope uptake was increased in the right condylar process area.

증례 1

진단

  19세 4개월의 남자 환자로 얼굴이  삐뚤어지

는 것 같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 다. 특별한 의과

 병력이나 가족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측 악

에서 잡음  동통을 보 다. 진 시 상하

악 심선이 모두 안모 심선에서 좌측으로 변 되

어 있고 특히 하악의 좌측변 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um of incisor는 4：2.77로 상악 4 치

의 크기가 하악 4 치의 크기에 비해 큰 양상을 보

고, 상악에서 0.5 mm, 하악에서 1.5 mm의 미약한 

총생이 찰되었다 (Figs 1 and 2).

  측모 두부 방사선 계측사진을 분석한 결과 

SNA 78.0
o
 SNB 77.8

o
 ANB 0.2

o
 Wits -6.7 mm, 

Mandibular plane angle 39.2o로 hyperdivergent한 골

격성 III  부정교합 환자로 진단되었다 (Table 1,  

Fig 1). 정모 두부 방사선계측사진 분석 결과 상악

의 교합평면이 우측으로 경미하게 하방 변 되어 

있으며 턱 끝의 좌측변  소견이 찰되었다. 상

악 폭경(jugular process Rt-Lt)은 72.3 mm, 하악 폭

경(antegonial notch Rt-Lt)은 98.3 mm로 그 차이가 

26.0 mm로 Betts 등7에 의하면 성인 평균의 19.6 

mm보다 5 mm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surgi-

cally assisted rapid palatal expansion (SARPE)이 필요

한 상황이었다 (Table 2). Bone scan 결과 하악 우

측 과두에서 방사선 동 원소의 흡수(uptake)가 

증가된 소견이 찰된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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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nd panoramic and cephalometric radiographs after condylectomy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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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sterior-Anterior cephalogram for case 1. A, Before treatment; B, after condylectomy; C, after treatment.

치료목표 및 계획

  Bone scan 등의 성장 평가 결과, 과두의 성장이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치부 반 교합으로 

인하여 하악의 좌측 변 가 더 심화된 것으로 단 

되어 치료는 두 단계로 나 어 진행하기로 하 다. 우

선과두 제술과 SARPE를 시행한 후 재평가하여 악

교정수술을 하기로 하 다.

치료경과 및 결과

  하악 우측 과두의 과두 제술  SARPE를 시행 

후, 3개월간의 경화(consolidation)를 실시하 다. 구

치 반 교합과 하악의 좌측 변  양상이 개선된 것

을 볼 수 있었다 (Fig 4). 정모 두부방사선계측사진 

분석 결과 menton의 변  양이 진 시 12.3 mm이

었던 것이 7.4 mm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과두 제술 6개월 후 상악교합평면의 기울

어짐(canting)과 하악의 비 칭이 남아있으므로, 부

가 으로 악교정수술을 계획하 다. 잔존하는 상악

교합평면의 기울어짐(canting)의 개선  하악의 비

칭 개선을 해, 상악은 Lefort I surgery를 실시하

여, 오른쪽을 2.0 mm, 후비극을 2.0 mm 상방 재

치시켰다. 하악은 양측성 시상골 분 술을 시행하

여 진시켰다. 수술 결과 상, 하악 심선이 일치

하며, 잔존하는 안모 비 칭이 개선되었다 (Fig 6). 

술 후 과두는 변화된 치에서 안정 으로 개조

(remodeling)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치

료 후 상, 하악에 설측 고정성 장치  가철성 cir-

cumferential 장치를 이용하여 유지하 다.

증례 2

진단

  32세 남자 환자가 얼굴이 삐뚤어지고 작이 힘

들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 다. 작 시 우측 

잡음과 좌측 악  통증, 교근 부 의 경결감(ten-

derness)을 호소하 으나 개구제한은 없었고 이외의 

특이할 만한 의과, 치과  병력은 없었다. 진 시 

상악 심선은 안모 심선과 일치하지만 하악이 우

측으로 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악 교합평

면 기울어짐(canting)이 존재하고 안모 심선에 

하여 하악 심선이 우측으로 변 되어 있었다. 하

악 우측 구치부는 설측 경사와 반 교합을 보이며, 

좌측 구치부는 측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라마 사진에서는 하악 좌측 과두

와 과두경부, 하악지와 하악체의 과증식 양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Sum of incisor는 4：2.7로 상악 4

치의 크기가 하악 4 치의 크기에 비해 상 으로 

큰 양상을 보 고, 하악에서 1.0 mm의 미약한 총생

이 찰되었다 (Figs 8 and 9). 측모 두부방사선계측

사진을 분석한 결과 SNA 84.5
o
, SNB 86.2

o
, ANB 

-1.7o, Wits -4.9 mm, Mandibular body length 85.3 mm, 

Mandibular plane angle 23.1o이었고 (Table 3,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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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nd panoramic and cephalometric radiographs after condylectomy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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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gressive condyle remodeling on panoramic x-ray for case 1. Four months after condylectomy, twelve 
months after condylectomy there was a continuous cortical layer on the left condyle. Resected condyle was re-
modeled in the new position. 

정모 두부방사선계측사진 분석 결과 상악 교합평면

이 좌측으로 하방 변 되어 있으며 하악의 우측 변

 소견이 찰되어, 과두과증식과 안면비 칭을 

동반한 골격성 III  부정교합 환자로 진단되었다 

(Table 4). Bone scan 결과 오른쪽 과두 부 에 방사

선 동 원소의 흡수(uptake)가 증가된 양상을 보

다 (Fig 10).

 치료목표 및 계획

  본 환자에서는 bone scan을 이용하여, 과두과증식

의 진행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치료방법을 고려하 다. 첫 번째 방법은 과두증식

이 단되었다고 단되면 술 교정 후 과성장한 

과두를 보 하면서 악교정수술을 통하여 안면비

칭을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과두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단되면 악교정 수술과 과두 제술을 함께 시행하거

나 과두 제술 후 재평가하여 악교정 수술을 고려

하는 것이다. 본 환자의 경우 bone scan 결과 과두과

증식상태가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고 (Fig 10), 하

악 좌측 악 의 증상과 작기능의 개선을 원하

으며, 경제 인 이유로 악교정수술을 원하진 않

았기 때문에 과두 제술 후 재평가하여 악교정 수

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 다.

치료경과 및 결과

  과두 제술 5일 후부터 구강외과에서 일부 치아

에 button을 부착하여 개구와 폐구, 그리고 측방운

동을 실시하 다 (Fig 11). 술 후 6개월 상악 교합평

면의 기울어짐을 개선하기 하여 교정과로 의뢰되

었다. 상하악 치열 심선이 거의 일치하 지만 구

강외과에서 button을 부착하여 하악 운동을 하는 과

정에서 상악 우측 견치와 하악 좌측 견치가 정출되

고 설측 경사되었으며, 상악 좌측 구치부의 정출 역

시 찰되었다. 상악궁이 하악궁에 비해 좁아서 좌

측 구치부는 반 교합 양상을 보 다. 술 후 하악 

운동제한은 없었으며 경결감(tenderness)과 악

의 통증이 경감되었다. 치료 과 비교해서 이부의 

우측 변 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환자의 경우 상악의 확장이 필요하 고 상악 구치

부의 설측경사가 심했기 때문에 횡구개호선을 이용

하여 확장을 하기로 하 다. 상악교합평면의 기울

어짐을 개선하기 해 연속호선을 사용하여 상악 

좌측 구치부를 압하하기로 하 고 이를 해 상악 

좌측의 설측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미니 스크류

를 식립하 다 (Fig 12). 치료 후 안면 심선과 이부

그리고 치열의 정 선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s 13 and 14). 한 술 후 과두는 변화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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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nd panoramic and cephalometric radiographs before treatment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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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st analysis before treatment for case 2. It shows mandibular midline deviation of 14.0 mm. There is an oc-
clusal canting with the left side more caudal than the right side.

　Measurements　 Norm Before treatment After condylectomy After treatment

SNA (o) 82.4 78.0 85.5 77.0 

SNB (
o) 80.4 77.8 84.6 76.0 

ANB (
o) 3.0 0.2 0.9 1.0 

Wits (o) −2.9 −6.7 −8.0 −4.5 
Mandibular body length (mm) 79.4 84.1 88.0 82.0 

Facial height ratio (%) 69.0 63.2 72.3 62.3 

SN to Go-Mn (
o
) 32.0 39.2 27.8 36.7 

U1 to SN (
o) 107.0 104.2 103.9 101.3 

IMPA (
o) 95.0 89.7 88.0 83.1 

Rickett's E line (Upper) (mm) 1.0 −1.0 −3.1 −0.3 
Rickett's E line (Lower) (mm) 2.0 1.0 −2.7　 0.4 

Table 3. Cephalometric data before and after condylectomy and after treatment for Case 2

에서 안정 으로 개조(remodeling)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5). 치료 후 상, 하악에 설측 고정성 

장치  가철성 circumferential 장치를 이용하여 유

지하 다. 장치 제거 후 9개월 후에도 치료결과가 안

정 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6).



Vol. 38, No. 6, 2008. Korean J Orthod 안면비대칭 환자에서 과두절제술의 효과

447

Fig 10. Bone scan results for case 2. Radio-isotope uptake was increased on the left condylar process area.

Before

treatment 

  After 

condylectomy 

After 

treatment 

Mx6cusp, 

 Rt-horizontal
 89.3  90.6  89.2

Mx6cusp, 

 Lt-horizontal
 94.0  94.1  89.8

Jugular pc, 

 Rt-horizontal
 65.7  65.4  64.1

Jugular pc, 

 Lt-horizontal
 69.8  65.9  68.4

Ag, Rt-horizontal 111.5 113.7 115.0

Ag, Lt-horizontal 135.0 122.2 116.6

Menton-vertical  16.0   4.5   2.1

Maxilla width  80.8  80.4  80.3

Mandible width 103.4 105.5 108.8

Horizontal, perpendicular to the vertical line; Vertical, 

the line passing through crista galli and ANS; Mx6-

cusp-horizontal, distance from maxillary first molar 

palatal cusp to horizontal line; Jugular pc-horizontal, 

distance from Jugular process to horizontal line; Ag- 

horizontal, distance from Ag to horizontal line; Men-

ton-vertical, distance from menton to vertical line; 

Maxilla width, distance between left and right jugular 

processes; Mandible width, distance between left and 

right antegonial notches; Ag, antegonial notch.

Table 4. PA cephalometric data before and after con-
dylectomy and after treatment for case 2 (unit: mm)

고찰

과두과증식의 임상적 증상

  과두과증식을 보이는 환자들  65.6%만이 안면 

비 칭을 호소하게 되며, 실제로 다른 증상을 먼  

호소하게 된다. 이것은 과두과증식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환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환자들은 턱 의 통증이나 

잡음 등의 임상  증상을 먼  호소하게 되며, 그러

므로 안면비 칭이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기 

진단 시에 이러한 을 염두해야 한다.
6

  한 과두과증식 환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

항은 과두과증식은 general growth가 종료되었다 할

지라도 지속 으로(active)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안면비 칭이  

악화된다고 호소하는 경우, 악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과두과증식을 동반한 안면비대칭 환자의 치료 시 
원칙

  과두과증식의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요

한 요인은 과두의 성장이 아직도 지속 으로 일어

나고 있는지 단하는 것이다. 만약 성장이 계속 일

어나고 있는데 통상 인 악교정수술만 시행할 경우 

재발의 험이 있기 때문에 과두 제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악과두의 성장이 종료되었다고 

단된다면 악교정수술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과두의 성장을 단하는 것이 요한 결정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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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nd panoramic and cephalometric radiographs after condylectomy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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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ntraoral photograph for molar intrusion and torque control for case 2. Four miniscrews were inserted to in-
trude molars on the left maxilla buccal and palatal area and a multi loop was used to add buccal crown torque to 
the right maxilla area.

Fig 12. Intraoral photograph for molar intrusion and torque control for case 2. Four miniscrews were inserted to in-
trude molars on the left maxilla buccal and palatal area and a multi loop was used to add buccal crown torque to 
the right maxilla area.

다.8 성장분석(growth study)을 해서는 먼  bone 

scan을 이용하여, 동 원소의 흡수가 증가되어 있는

지를 단한다. 하지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할지라

도, 악  질환이 존재할 경우 가양성(false pos-

itive)이 나올 수 있으므로, 3차원 컴퓨터 단층촬

이나 정모 두부방사선사진 등의 X-ray를 주기 으

로 촬 , 비교하여 성장을 단한다.9,10 한, 상악

교합평면의 기울어짐이나 다른 보상작용이 심하게 

일어났다면, 과두 제술 후에도 부가 으로 악교정

수술을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치성보상작

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 과두 제술만으로 비 칭

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Fig 17).

과두절제술 후 치유 양상

  과두 제술을 실시한 직후에는 비 칭이 개선되

면서, 비이환측에서 구치부 개교합(lateral open bite)

이 찰되며, 이러한 개교합이 단기간에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다 (Fig 18).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이환측

의 치조골 수 에서의 개조(remodeling)  구치부

의 압하에 의해 일어난다. 하지만 상악 기 골의 변

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환자 (Fig 18)의 정

모 두부방사선사진을 첩하 을 때에도 실제로 상

악 기 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환측 구

치부의 압하  치조골 수 에서의 개조(remode-

ling)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9). 즉, 상악교합평

면의 기울어짐은 과두 제술을 통해서 개선되는 것

은 한계가 있으며, 2차 으로 악교정수술을 해야 하

는 이론  근거가 된다. 그러나 미약하게 교합평면

이 기울어진 경우 구치부 압하에 의한 충(camou-

flage)효과로 인하여 부가 인 수술 가능성을 감소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Miyamoto 등11에 의하면 과두 제술 후 치유양상

을 살펴보면, 수술 후 3개월째에 이미 과두의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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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nd panoramic and cephalometric radiographs after treatment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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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osterior-Anterior cephalogram for case 2. A, Before treatment; B, after condylectomy; C, after treatment.

Fig 15. After condylectomy, resected condyle was remodeled in the new position. After five months, condylar shape
is getting smoothly rounded, and twenty six months later, it was remodeled to a normal condylar shape.

이 이루어지며, 재생 양상이 내측부 가 외측부

보다 우세하다고 언 하 다. 그 이유는 과두가 변

되면서 외측부 에 부하(loading)가 많아지고, 수

술 시에 외측부 가 내측부 보다 손상이 크기 때

문이라고 하 다. 한 조직학 으로도 측두골과 

같이 glenoid fossa 주변의 골은 모두 그 로 유지되

고, 보상 으로 원 이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

인다고 하 고, 연골부 도 불규칙 인 양상(irre-

gular pattern)으로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 다.

과두절제술을 위한 임상적 고려사항

해부학  한계성

  Hemimandibular hyperplasia의 경우 과두 제술 후

에도 하악각 는 하악체 부 의 과증식 때문에 비

칭 양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하악각 

성형(angle shaving) 등의 부가 인 수술이 필요하지

만, 하악  한 하방으로 변 되어 있으므로, 수술

에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기 

하여, modified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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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acial and intraoral photographs after 9 months of treatment for case 2.

소개하 다(이환부 를 수평시상골 단술을 시행

한 후, 신경  다발(neurovascular bundle)을 박리

(dissection)하고 잔존 비 칭을 개선하기 하여 

proximal, distal, chin 부 의 과증식된 골을 제거한

다).12

합병증

  성장 인 환자에서 원 이 손상되거나 술 후 

정상 인 악골 기능을 하지 못하면 추가 인 성장

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악 의 유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수술 시 원 을 보존하고 조기에 

계속 인 운동을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새로 형

성된 과두에 외익상근의 재부착이 실패하면 수술측

에서 측방운동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과두 제술은 

단 부 가 높기 때문에 외익상근의 하복은 건

하게 남아 정상 인 하악 기능을 회복하는 데 요

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안면신경의 손상이 올 수 있

으나 이개부에 국한하여 직선 개를 실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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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linical healing pattern after condylectomy. Straight after condylectomy, there is lateral openbite on the un-
affected side. According to the remodeling process, lateral openbite is closed and facial asymmetry is improved.

Fig 19. Superimposition of cephalometric tracing of be-
fore treatment and after condylectomy (Red: before 
treatment, Blue: after condylectomy). Molar was in-
truded and alveolar area was remodeled on the af-
fected area (left side). But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maxillary basal bone area.

Fig 17. Principles of condylar hyperplasia treatm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decide is whether the con-
dyle is growing or not to treat the facial asymmetry due
to condylar hyperplasia.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안면신경의 직 인 손상은 없다 할지라도 일

시 인 기능 하 때문에 한쪽 얼굴근육의 운동에 

제한이 올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거의 정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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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오게 된다.
2,13,14

수술시기

  Wolford 등
15
에 의하면 과두는 성장 심(growth 

center)으로써 하악의 성장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두과증식이 양측성인 경우에는 여성의 경

우 평균 13세, 남성은 15세에 하악의 후방 성장은 

끝나고, 수직 인 성장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기

에 수술하는 것이 당하다고 하 다. 반면에 편측

성인 경우에는 여성은 평균 15세, 남성은 17세에 악

골의 모든 성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수술

의 기라고 언 하 다.

  하지만 Bertolini 등
16
에 의하면 과두는 성장 심

이 아닌 기능  보조자로 작용하므로, 과두 제술

이나 과두 골  후에도 물리치료(physical training)만 

잘 시행이 된다면, 하악의 성장이 정상 으로 이루

어짐을 보고하 다. 그러므로 재에는 발견 즉시 수

술을 시행하여 비 칭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자의 의견보다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

  과두과증식을 동반한 안면비 칭을 보이는 환자

들 에는 비 칭뿐만 아니라, 악  증상을 호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내원할 시부터 환자의 

주소나 의과  병력 등을 면 하게 검사하는 것이 

비 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과두의 과

성장이 지속 으로 일어나는 환자에 있어서는 술 

후 안정성을 하여 과두 제술을 시행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bone scan이나 주기 으로 방사선사진

(정모 두부방사선사진, 3차원 컴퓨터 단층 촬  사

진) 등을 이용한 과두의 성장분석을 통하여 진단함

으로써 치료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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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nd effects of condylectomy in asymmetric patients 

with condylar hyperplasia

Kyoung-Sub Lim, DDS, MSD,
a
 Jung-Yul Cha, DDS, PhD,

b
 Chung-Ju Hwang, DDS, PhD

c

Condylar hyperplasia is a pathologic condition showing 3-dimensional skeletal hyperplasia of the mandible. The 
reason for condylar hyperplasia is not yet known, but the effects of hormone, trauma, infection, genetics, fetal 
condition, and hypervascularity are known as possible reasons. When we diagnose a patient as having condylar 
hyperplasia, it is important to decide if it is in progress or not. Treatment for facial asymmetry due to condylar 
hyperplasia are decided accordingly, including condylectomy, that is removal of growth site of the affected con-
dyle, and conventional orthognathic surgery only or condylectomy with orthognathic surgery after the completion 
of growth.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growth state of condylar hyperplasia in treatment stability. 
This is verified through bone scan and regular check-ups with 3D CT or PA cephalogram. This case report in-
troduces an improved case of facial asymmetry with condylectomy together with orthognathic surgery. (Korean 
J Orthod 2008;38(6):43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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