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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venile ossifying fibroma, differentiated from the large group of ossifying fibroma based on the patient’s age, common site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s a rare but locally aggressive benign tumor with high recurrence rate. Herein, we report a case of juvenile
ossifying fibroma located in the right mandible, which is an uncommon site. A 8-years- old male child presented to the pediatric
unit of our institution with swelling on the right mandible. Radiographically, it was presented as an expanded and radiolucent lesion.
Histology revelaed hypercellular fibroblastic proliferation with anastomosing osteoid trabeculae with rounded, strongly basophilic calcified
mass rimmed by osteoblasts. Surgical management was done, and regular follow-up is ad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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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성이 높은 골모세포로 둘러싸여 있다. 유년형 골화성 섬유종과
다른 섬유-골성 병소(fibro-osseous lesion)와의 구분은 주로 발
5)

유년형 골화성 섬유종(juvenile ossifying fibroma)은 소아의

생 연령, 임상적 발현 양상과 생물학적 성상으로 이루어진다 .

구강 종양 중 2% 미만을 차지하는 흔하지 않은 양성 골 종양이

가장 먼저 감별해야 할 질환은 섬유성 이형성증(fibrous

다 . 이 종양은 5-15세에 흔하고 남아에 호발하며, 침범한 해부

dysplasia)이다. 유년형 골화성 섬유종의 빠른 성장, 잘 경계된

학적 부위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때로는 안모 추형을 초래하기

변연의 특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외에 동맥류성 골낭, 골모

1)

2)

도 한다 . 대부분의 유년형 골화성 섬유종은 하악골 보다는

세포종, 골육종, 백악-골 이형성증과 감별해야 한다. 버킷림프

부비동과 이에 인접한 상악골에 흔하다 . 조직학적으로 골양

종 또한 비슷한 연령과 호발 부위, 빠른 성장, 방사선학적 특징

조직을 포함하는, 세포성분이 풍부한 간질로 구성된 골화성 섬

을 갖고 있으므로 유년형 골화성 섬유종과 감별해야 한다.

3)

4)

유종의 한 유형이다 . 이 종양에서 관찰되는 골양조직은 활동

저자들은 보고된 바가 적은 8세 남아의 하악골에 발생한
유년형 골화성 섬유종을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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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ASE REPORT
8세 남아가 오른쪽 하악 견치와 소구치 부위에 골성 종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구강 악안면 검사에서 촉진 시에 딱딱한

나지 않았다. EPT에 #42 (-), #84(-), #85(-)로 나타났다. 위의

골 융기성 병소가 관찰되었고, 통증이나 특이한 증상은 나타

증상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파노라마 방사선

(A)
(B)
Fig. 1. Panoramic radiograph showing ill-defined radiolucency with some faint
radiopaque flecks (A). Occlusal radiograph showing buccal expansion without
cortication destruction (B).

Fig. 2. Excised specimen showing a relatively
circumscribed gray white cut surface with
gritty appearance.

Fig. 3. Photomicrograph showing hypercellular fibroblastic proliferation with
anastomosing osteoid trabeculae rimmed by osteoblasts (A). Highly cellular
stroma with rounded, strongly basophilic calcified mass (B). Mixed irregular
bony trabeculae and round basophilic calfified mass (C).

Fig. 4. Post-operative panoramic radiograph showing the lesion filled with
Bio-oss implantation without evidence of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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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원형의 경계가 비교적 불분명한 방사선 투과상에 방사

한 특징 때문에 과거에는 임상적으로 육종으로 진단되기도

선 불투과성의 석회화 물질이 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양상이

하였다9). 방사선 사진상 감별해야 할 질환은 섬유 이형성증이

관찰되었다(Fig. 1A). 교합촬영 사진에서 종괴는 협측으로 팽

있다. 섬유 이형성증은 유년형 골화성 섬유종과 마찬가지로

대되어 있었고, 피질골의 파괴나 경계는 경화된 소견은 없었

간유리 모양의 방사선 불투과성을 나타내지만 유년형 골화성

다(Fig. 1B).

섬유종이 보다 잘 경계 지어져 있다는 점에서 감별된다10). 조

임상적으로 골종이나 골화성 섬유종으로 생각하고 전신마
취 하에 병소를 제거하였고, 종괴 제거 후 골 결손부는

직학적으로는 섬유 이형성증의 층판골 유형이 더 단조롭게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Bio-oss로 충전하였다. 제거한 종괴는 둥근 원형으로 절단면

치료는 국소적으로 높은 재발율 때문에 완전한 외과적 제거

이 모래 같은 회백색을 나타내었다(Fig. 2). 조직학적으로 골

가 추천된다 . 재발율은 증례 보고에 따라 30~58%로 다양한

양조직으로 이루어진 불규칙한 골 소주가 서로 엉키면서 연결

데 이런 높은 재발율은 골화성 섬유종이 피질골을 침범하는

되는 양상으로 그 주위는 골모세포로 둘러싸여 있었다. 골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6). 일반적으로 성장 요소를 고려해야

소주 주위로는 왕성하게 증식하는 섬유모세포를 관찰할 수

하지만 크기가 큰 유년형 골화성 섬유종은 적출술 보다는 5

있었다(Fig. 3A). 일부에서 골모세포로 둘러싸인 둥근 모양의

mm의 변연을 두고 턱을 절제하는 것이 추천되고12), 수술 후

석회화된 호염기성 물질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B). 또한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정기적으로 질환의 재발을 확인

두 형태의 석회화 물질이 섬유모세포 증식성 간질조직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증례의 경우 병소 하방으로 영구치

혼재된 곳도 있었다.

의 치배들이 맹출 중이어서 변연 절제술 대신 적출술을 시행하

술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은 없었다(Fig. 4).

11)

13)

였는데, 병소의 재발없이 양호한 치유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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