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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악골에 발생하는 콜레스테롤 육아종
의 방사선학적 소견과 조직병리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강 민 지

연구목적: 콜레스테롤 육아종은 염증 반응 중에 생기는 콜레스테롤 결정
에 대한 이물질 반응이다. 함기화된 공간이 없는 악골에서 발생하는 경
우는 매우 드물며 악골에 발생한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방사선 영상에서 다소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리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

i

의 증례들을 분석하여 이 병소의 방사선학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시편에서 나타나는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조직병리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방사선학적 소견과 어떠한 관련
성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200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
원하여 병리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로 진단된
35증례를 대상으로 방사선학적 특징과 조직병리학적 특징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방사선 영상에서는 병소의 공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6
가지 방사선학적 조사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치근 외흡수 유무, ②피질골 변연의 소실 및 천공 유무, ③내부 중격 유
무, ④scalloping or irregular margin의 유무, ⑤급격한 팽융 유무, ⑥미
맹출 치관을 포함한 경우 CEJ침범 여부. 또한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콜레
스테롤 육아종의 조직시편에서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조사하
였다. ①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위치 ②Hemorrhage 양상 ③Blood clot
유무 ④Inflammatory cells 정도 ⑤Cellularity.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조
직병리학적 특징과 방사선 소견에서 나타나는 공격성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SPSS를 이용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최종 선정된 35증례를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라 분류한 결과, 15증
ii

례가 법랑모세포종 및 각화낭성치성종양의 다소 공격적 소견이 높은 병
소들로 진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차분석 시행 결과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병소의 wall 내부에 존재하고 조직시편에서 Blood clot이 관찰
된 경우 방사선 영상에서 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었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직시편에서 Hyalinization 관찰된
경우에도 방사선 영상에서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
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콜레스테롤 육아종은 함치성낭, 법랑모세포종과 같은 기존 악골병
소에서 이차적으로 발생되어 보다 더 공격적인 양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
으로 생각되나,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iii

Ⅰ. 서론
콜레스테롤 육아종은 염증 반응 중에 생기는 콜레스테롤 결정에 대한
이물질 반응으로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섬유성 육아조직 내에 괴를 이루는
콜레스테롤 열개들과 이것을 둘러싸는 이물질 거대세포, 거품세포 덩어
리와 헤모시데린 부하 대식세포로 구성되는 병소이다.(1) 주로 중이강과
유양돌기동, 측두골의 함기동에서 공간의 폐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함기화된 공간이 없는 하악골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4)

악골에 발생한 콜레스테롤 육아종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rowne
은 치근단낭 402증례 중 43.5%에서 콜레스테롤의 존재를 발견하였으며,
함치성낭의 39%, 측방 치주낭 26.7%, 각화낭성치성종양 17.1%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발견하였다.(5) JH Lee는 함치성낭의 벽에서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발견하였는데 이 병소는 방사선 영상에서 하악 제3대구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다방성의 방사선 투과상으로 나타났으며 치근 외
흡수, 피질골 비박 및 팽융 등 다소 공격적인 소견을 보였다.(6) JH Kim
은 낭의 구조를 가진 콜레스테롤 육아종 증례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 경
우 방사선영상에서는 경계가 명확한 다방성의 방사선 투과성 병소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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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팽융, 치근 외흡수, 협설측으로 물결모양의 팽융 등의 소견을 보여
법랑모세포종으로 진단이 내려졌다.(3) Shin은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콜레
스테롤육아종의 소견을 보이나 방사선 영상에서는 각각 법랑모세포종,
각화낭성치성종양, 치성양성종양을 보이는 3가지 증례에 대해 발표하였
다.(7)

위와 같이 악골에 발생한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증례들을 살펴보면 조
직병리학적으로는 동일하게 콜레스테롤 육아종으로 진단받은 병소들이
방사선영상에서는 법랑모세포종, 각화낭성치성종양, 양성종양 등 다소
공격성이 높은 소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리
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의 증례들을 분석하여
이 병소의 방사선학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시편에서 나타
나는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병리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높은 공격
성을 보이는 방사선학적 소견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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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200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병리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로 진단된 경우는
총 47증례였다. 이 중 CT가 없는 9증례는 방사선영상의 특징을 판단하
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상악동에 콜레스
테롤 육아종이 발생한 3증례 역시 악골에 발생한 병소의 특징을 조사하
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35
증례 중 하악골에 발생한 경우가 25증례, 상악골에 발생한 경우는 10증
례였다. 이 35증례를 대상으로 방사선 영상에서 나타나는 방사선학적
특징과 조직시편에서 관찰되는 병리학적 특징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먼저 방사선 영상에서는 병소의 공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6가지 방사
선학적 조사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치근 외흡
수 유무, ②피질골 변연의 소실 및 천공 유무, ③내부 중격 유무, ④
scalloping or irregular margin의 유무, ⑤급격한 팽융 유무, ⑥미맹출
치관을 포함한 경우 CEJ침범 여부. 이와 같은 6가지 소견의 빈도가 높
게 나타날수록 방사선영상에서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정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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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공격성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나타내었다. 적용 가능한 총 기준의
개수에 대한 해당하는 기준의 개수를 비율로 나타내어 0~1까지의 점수
로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공격성 점수에 따라 높은 공격성, 중등도 공격
성, 낮은 공격성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조사는 영상치의학 전문
의의 판독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조직시편에서 나타나는 5가
지

특징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①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위치

②

Hemorrhage 양상 ③Blood clot 유무 ④Inflammatory cells 정도 ⑤
Cellularity. (그림 1)은 lumen 내부와 wall 내부로 분류되는 콜레스테
롤 육아종의 위치에 대해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는 Hemorrhage 양
상을 나타낸다. 콜레스테롤 육아종 면적의 50% 이상에서 hemorrhage
가 관찰될 경우 diffuse, 그보다 작을 경우 minimal로 분류하였다. (그림
3)은 blood clot의 유무에 따른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 조직시편에서 관
찰되는 Inflammation cell 중 plasma cell이 50% 이상인 경우와 그보다
적은 경우로 분류하였으며(그림 4), hyalinization 여부에 따른 분류는
(그림 5)와 같다. 모든 조직병리학적 조사는 구강병리학 전문의의 판독
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조직병리학적 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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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소견에서 나타나는 공격성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SPSS를 이
용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최종 선정된 35증례를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 중 15증례가 법랑모세포종 및 각화낭성치성종양과 유사
한 양상을 보여 다소 공격적 소견이 높은 병소들로 진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증례들의 방사선 영상을 확인하여 치근 외흡수 유무, 피질골
변연의 소실 및 천공 유무, 내부 중격 유무, scalloping or irregular
margin의 유무, 급격한 팽융 유무, 미맹출 치관을 포함한 경우 CEJ침범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해당 빈도에 따른 병소의
공격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 (그림 7)과 같은 분포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높은 공격성, 중등도 공격
성, 낮은 공격성 3군으로 나누었다. 분류 기준은 3 군의 크기가 가장 고
르게 분포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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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는 병소들의 조직시편을 확인하여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위치, Hemorrhage 양상, Blood clot 유무, Inflammatory cells
정도, Cellularity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방사선학적 소견과 조직병리학적 특징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먼저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병소의 wall 내부에 존재할 경우 방사선 영상에서 더 높은 공
격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5).
(그림 7)은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wall 내부에 존재하며 방사선 영상에
서 높은 공격성을 보여주는 반면 (그림 8)에서는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lumen 내부에 존재하고 방사선 영상에서 낮은 공격성을 나타낸다.

또한, 조직시편에서 blood clot이 발견된 경우에도 방사선 영상에서 더
높은 공격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p<0.05).
(그림 9)는 조직시편에서 blood clot이 관찰되지 않고 방사선영상에서
낮은 공격성을 보이는 증례이며 반면 (그림 10)은 조직시편에서 blood
clot이 관찰되며 방사선학적으로 높은 공격성의 소견을 보이는 증례이다.

방사선 영상에서의 공격성과 cellularity의 관계에서는 조직시편에
hyalinization 존재할 경우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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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11)은 hyalinization 소견을 보이는 조직시
편이 방사선 영상에서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증례이고 (그림 12)는
hyalinization 소견이 없으며 방사선 영상에서도 낮은 공격성을 보이는
증례이다.

Ⅳ. 고찰
콜레스테롤 육아종은 주로 중이강과 유양돌기동, 측두골의 함기동에서
흔하게 발생하는데 만성적으로 폐쇄된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출혈과 불
량한 환기, 배액과 관련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함기화된
공간이 없는 하악골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 3) 악골에서
발생한 콜레스테롤 육아종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조직병리학적으
로는 동일하게 콜레스테롤 육아종으로 진단받은 병소들이 방사선영상에
서는 법랑모세포종, 각화낭성치성종양, 양성종양 등 다소 공격성이 높은
병소의 양상을 보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JH Lee의 연구에서는 함
치성낭의 벽에서 발견된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치근 외흡수, 피질골 비박
및 팽융 등 다소 공격적인 소견을 보이는 거대한 다방성의 방사선 투과
상을 보였으며(6) JH Kim은 낭의 구조를 가진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방
-7-

사선 영상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법랑모세포종로 진단이 내려진 증례를
발표하였다.(3) Shin의 연구에서는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육아
종의 소견을 보이는 3가지 증례들이 방사선영상에서는 각각 법랑모세포
종, 각화낭성치성종양, 치성양성종양의 방사선 소견을 보였다.(7) 본 연
구에서는 병리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로 진단된
35증례의 방사선학적 소견을 분류하였고, 15증례가 법랑모세포종 및 각
화낭성치성종양의 다소 공격적 소견이 높은 병소들로 진단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5증례 중 치근 외흡수 36%, 피질골 변연의 소실 및 천
공 45.71%, 내부 중격 14.29%, scalloping or irregular margin 22.86%,
급격한 팽융 20%, 미맹출 치관을 포함한 경우 CEJ 침범 여부는 43.7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방사
선 영상에서 높은 공격성의 소견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였다.

방사선학적 소견과 조직병리학적 특징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시행한 결과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병소의 wall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방사선 영상에서 더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콜레스테롤 육아종은 염증
반응 중에 생기는 콜레스테롤 결정에 대한 이물질 반응이다. 낭 구조를
갖는 병소에서 콜레스테롤은 낭 벽에 축적되며 콜레스테롤 결정이 형성
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여 이물반응을 일으킨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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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거대세포가 콜레스테롤 결정을 둘러싸게 되고 콜레스테롤 결정을 낭
벽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주위의 상피조직을 증식시킨다.(5) 즉 콜레스
테롤 육아종이 병소의 wall 내부에 존재할 경우 콜레스테롤의 축적과 결
정화, 이에 따른 이물 반응과 상피조직의 증식 등으로 인해 wall에서 활
발한 확장성 반응이 일어난 결과 병소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직시편에서 hyalinization 소견을 보이는 경우와 blood clot이
있는

경우

방사선영상에서

병소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Hyalinization 조직은 연조직의 손상 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scar
tissue와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주로 collagen I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성 성분인 dense collagen과 proteoglycan은 미립자와 액체의 유입을
막는 장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콜레스테롤 육아종은 만
성적으로 폐쇄된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출혈과 불량한 환기, 배액과 관
련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9)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낭성 병소에서
발생한 경우 낭 벽의 염증으로부터 반복된 출혈이 발생하고 적혈구 파괴,
헤모시데린의 축적이 일어나 콜레스테롤은 결정화를 이루게 된다.(5, 10)
이러한 사실로부터 hyalinization 반응은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활발한
성장과 부산물에 대한 일종의 방어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라 추측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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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blood clot은 병소 내에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부터 콜레
스테롤 육아종이 발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직병리학적으로 blood clot과 hyalinization 소견은 병소
내 출혈로 인한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생성과 활발한 성장, 이에 따른 조
직반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의 경우 그 병소의 기원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콜레스테롤 육아
종이 발생한 후 병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공격적 성향을 갖는
다른 병소의 소견을 보일 수 있고 또는 다른 악골 병소로부터 콜레스테
롤 육아종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Browne의 연구에 따르면 낭
구조를 갖는 병소에서 콜레스테롤은 낭 벽에 축적되고 주위 염증으로부
터 반복된 출혈이 발생한다. 그 결과 적혈구가 파괴되어 헤모시데린이
조직 내에 축적되고 콜레스테롤은 결정화를 이루게 된다.(5) 즉 치성낭
과 같이 낭 구조를 갖는 병소로부터 이차적인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Yamazaki는

낭

벽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perlecan_(basement membrane-type heparin sulfate proteoglycan)
과 LDL의 작용으로 낭 벽에서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11)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종합해보면 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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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는 그 기원이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아니
라 다른 악골 병소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함치성
낭, 법랑모세포종과 같은 악골 병소로부터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이차적
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원래의 병소는 더 공격적인 소견을 보인
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의
증례들을 분석하여 이 병소들이 방사선 영상에서 높은 공격성의 소견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고 조직시편에서 관찰되는 병리학적 특징을 조사하
였다. 하지만 해당 증례가 많지 않아 방사선 소견과 병리학적 특징의 연
관성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방사선 영상
에서 공격적인 소견을 보이는 이유와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기원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례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병리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1. 병리학적으로 콜레스테롤 육아종을 동반한 악골 병소의 경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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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영상에서 높은 공격성의 소견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2. 특히 조직시편에서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병소의 wall 내부에 존
재하는 경우와 hyalinization 및 blood clot이 관찰되는 경우, 방
사선영상에서 병소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콜레스테롤 육
아종은 함치성낭, 법랑모세포종과 같은 기존 악골 병소에서 이차
적으로 발생되어 보다 더 공격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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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콜레스테롤 육아종의 위치에 따른 분류. (a) lumen 내부, (b)
wall 내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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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emorrhage 양상. (a) Diffuse, (b) Minimal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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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Blood clot이 있는 경우, (b) Blood clot이 없는 경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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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nflammation cells. (a) Plasma cell이 많은 경우, (b) Plasma
cell이 적은 경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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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ellularity. (a) Hyalinized. (b) Not hyalinize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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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른 분류와 조직병리학적 진단에 따른 분류

Radiographic impression
8

7

6
4

3

2

1

1

1

1

1

Histopathologic diagnosis
10
7

8

2

3
1

- 20 -

1

1

1

1

표 1. 방사선학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6가지 기준에 따른 분류

+

-

N/A

치근 외흡수

9

16

10

피질골 변연의 소실 및 천공

16

19

내부 중격

5

30

Scalloping or irregular margin

8

27

급격한 팽융

7

28

CEJ 침범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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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 7. 공격성 점수 산출 결과

공격성 score
13

6
4

0

0.17

3

0.2

3
1

1

0.25

0.33

0.4

0.5

1

1

0.67

0.8

2

1

Score = 해당하는 항목의 개수/ 적용되는 모든 항목의 개수

- 22 -

표 2. 방사선학적 공격성 정도에 따른 분류

High

0.5 ≤ score

n=10

Moderate

0.17 ≤ score <0.5

n=12

Low

Score < 0.17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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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병리학적 5가지 특징에 따른 분류

위치

Hemorrhage

Blood clot

Inflammatory cells

Cellularity

Cavity 내부

22

Wall 내부

13

Diffuse

14

Minimal

21

유

8

무

27

Plasma cell 많음

11

Plasma cell 적음

24

Not hyalinized

20

Hyalinize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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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cavity 외측의 wall에 존재하는 경우 방사
선 영상에서 치근 외흡수, 피질골 소실 등의 높은 공격성과 연관된 소견
을 나타내는 증례의 예시
(a) Panoramic view

(b) CT scan image

(c) Histopathologic photomicrograph(x12.5)

(a)

(c)

(b)
- 25 -

그림 8. 콜레스테롤 육아종이 lumen 내부에 존재하고 방사선 영상에서
낮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증례의 예시
(a) Panoramic view

(b) CT scan image

(c) Histopathologic photomicrograph(x12.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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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직시편에서 Blood clot이 관찰되지 않고 방사선 영상에서 낮
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증례의 예시
(a) Panoramic view

(b) CT scan image

(c) Histopathologic photomicrograph(x10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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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조직시편에서 blood clot이 관찰되고 방사선 영상에서 치근 외
흡수 및 급격한 팽융 등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증례의 예시
(a) Panoramic view

(b) CT scan image

(c) Histopathologic photomicrograph(x4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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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직 시편에서 hyalinization 소견을 보이며 방사선 영상에서
치근 외흡수 및 급격한 팽융 등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증례의 예시
(a) Panoramic view

(b) CT scan image

(c) Histopathologic photomicrograph(x10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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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조직시편에서 hyalinization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방사선영상
에서 낮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증례의 예시
(a) Panoramic view

(b) CT scan image

(c) Histopathologic photomicrograph(x20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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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about radiologic and
histopathologic features of
cholesterol granuloma appearing
on the jaw

Min Ji Ka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Cholesterol granuloma is a foreign body response against
the cholesterol crystal which appears during an inflammatory
procedure. It rarely occurs in the jaw without pneumat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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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ms to have an aggressive quality according to advanced research
out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athologically analyze
several cases in which lesions of the jaw were accompanied by
cholesterol granuloma. In addition, we examined the hist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cholesterol granuloma tissue specimen, and studied
its relevance with the aggressive quality shown in the radiologic
appearance.

Methods: We examined 35 cases which were pathologically
diagnosed as jaw lesions accompanied by cholesterol granuloma in
the course of January 2001 to February 2016 at the Dental hospita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ggressiveness of the lesion was
evaluated under six criteria as follows. ①External resorption of the
root ②Loss or perforation of the cortical bone ③Signs of internal
septum within the lesion ④Signs of scalloping or irregular margin of
the lesion ⑤Signs of rapid expansion ⑥Invasion of CEJ in which the
cases

included

an

unerupted

crown.

The

histopathologic

characteristic of the tissue specimen were evaluated under the
following five criteria. ①The location of the cholesterol granu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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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Hemorrhagic

aspects

③Blood

clot

formation

④Amount

of

inflammatory cells ⑤Cellularity. Chi-square test was used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histopathological features and radiologic
aggressiveness.

Results: Categorized by radiologic appearances, out of the 35 cases
that

were

finally

selected,

15

cases

were

diagnosed

as

Ameloblastoma or Keratocystic odontogenic tumor with somewhat
high aggressiveness. According to cross analysis examination, it was
statistically apparent that higher aggressiveness was shown in cases
where the cholesterol granuloma was located inside the wall of the
lesion, and also when a blood clot was formed. Additionally, higher
aggressiveness seemed to have appeared when the tissue specimen
showed hyalinization, but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 Cholesterol granuloma secondarily occurs in lesions such
as Dentigerous cyst and Ameloblastoma, and seems to give a more
aggressive behavior, but further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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