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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측두골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한 측두골 함기화의 분류

측두골은 함기화 되어 있어 공명 음향 분산 등 소리의 전달을 돕고 두개,

무게를 감소시키며 외부 온도변화로부터 내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중이강에 대하여 공기 저장소 역할이 있어 이관의 기능이 저하되었

을 때 중이강의 음압 형성을 방지하여 고막의 변성과 중이염의 진행을 막

을 수 있다 따라서 측두골 함기화 정도는 중이염의 발생 및 진주종의 형.

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중이 수술 후에도 그 예후를 결정하는 주요인자,

이다.

그동안 측두골의 함기화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으나 전체

측두골의 함기화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방사선학적인 검.

사의 발달로 실제 유돌 봉소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함기화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며 임상적으로 많은

환자의 평가에 손쉽게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 후 차원 영상 재구성을 이용하여 실제3

측두골의 부피값을 구하고 임의로 설정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유,

돌 봉소의 발달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전체 측두골의 함기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컴퓨터 단층 촬영의 추침복합체가 아이스크림 콘 모양으로 관찰되는 축상

면 에서 상 정맥동의 전후방 경계를 기준으로 함기화를 평가(axial view) S

한 경우 각 등급 간 측두골 유돌 봉소의 전체 부피값이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미로를 기준으로 내이주위봉소를 평가하거나 하행경동.

맥을 기준으로 추체 봉소를 평가한 경우는 전체 측두골의 함기화를 반영하

는 데에 부적절하였다 또한 추침복합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면에서 가장.

큰 유돌 봉소인 유돌동의 단면적도 전체 측두골의 부피값과 통계학적으로

무관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이염 환자의 단층 촬영 결과를 판독할 때 추침복합체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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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면에서 상 정맥동을 기준으로 유돌 봉소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S

것은 전체 측두골의 함기화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

되며 이는 수술 전 환자의 함기화 평가를 손쉽게 가능하게 하여 유양돌기,

절제술을 계획하고 술 후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컴퓨터 단층 촬영 측두골 함기화 유돌 봉소 부피 상 정: , , , , , S

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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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골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한 측두골 함기화의 분류

지도 이 호 기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한 수 진

서론I.

측두골은 추체부 인부 고실부 및 유돌부 경상돌기로 구성되는데 측두골, , ,

성장의 상당부분은 유양돌기의 함기화로 이루어진다 태생 후 측두골의 함.

기화는 태생기에 형성된 중이강과 유양동으로부터 주위의 측두골이 봉소로

치환되어 대략 세 전후에 완성된다10 .1

측두골 내의 공기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중이강에

대한 공기 저장소 역할 이 있어 이관의 기능이 저하되(air reservoir action)

었을 때 측두골 내에 있는 공기들이 중이 점막의 공기 흡수로 인해 생기

는 음압을 방지하여 고막과 중이 점막의 변화나 중이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2,3 따라서 측두골 함기화 정도는 중이염의 발생 및 진주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4 중이 수술의 결정과5 그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인자

로 생각된다.6

그동안 측두골 함기화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정량화하려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다 과거 씨 측면 방사선사진이나 최근 컴퓨터 단층 촬영상에. Law

서 외이도와 상 정맥동과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유양돌기의 길이를 측정S

하는 방법이 시도되었고,7-9 실제 부검시 측두골을 해부하거나7 컴퓨터 단

층 촬영상을 이용하여 각각의 유돌봉소를 확인하고자10 하는 시도도 있었

으나 전체 측두골 함기화를 모두 반영하거나 실제 유돌봉소의 부피를 알

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컴퓨터 단층 촬영의 발달로 차원적인. 3

재구성을 이용하여 측두골 유돌봉소의 실제 부피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

으나,11,12 함기화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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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임상적으로 많은 환자를 손쉽게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전체 측두골의 함기화를 반영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임

의로 설정하여 측정한 측두골 부피값과의 통계학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함기화 분류를 객관화하여 손쉽게 외래 환자의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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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II.

연구대상1.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측두골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

한 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양측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는 명과 만성20 24

중이염이나 측두골 골절 환자 중 병변 반대측이 정상인 명의 개의 측68 116

두골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층 촬영의 축상면 이미지에서 측두. (axial view)

골 조직의 파괴를 보이지 않으면서 각 유돌 봉소 내 저류액이나 종물이 관

찰되지 않아야 하며 예리한 경계를 가지는 정상 봉소가 존재하는 경우를

정상 측두골로 정의하였으며 촬영 이미지가 차원 영상 재구성에 부적합, 3

하거나 촬영영역이 동경막각 부터 이복근능(sinodural angle) (digastric

주위까지 모든 유돌봉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ridge) .

연구방법2.

가 측두골 유돌 봉소의 부피 구하기.

사의 를 이용하여 관전Siemens Somatom Sensation 16 scanner 200 mAs

류와 의 전압으로 측두골 컴퓨터 단층 촬영의 축상면을 촬영한다140 kVp .

이는 두개기저선 과 평행하도록 하고(Reid's base line, orbitomeatal line) ,

각 단면의 두께는 간격은 이미지의 은1.0 mm, 1.0 mm, window level

는 의 동일 조건하에서 계측한다 촬영550 HU, window width 3000 HU .

된 영상 정보를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파일로 저장한 후에 개인용 컴퓨터로 옮겨 사의Medicine) GE GE AW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원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3 . MPVR

방법을 이용하여 측두골내 함기화의 영상(multiplanar volume rendering)

만을 모아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부피를 측정하였다 측두골의 함기화 측정.

에 중이강과 유돌 봉소 및 추체첨부를 포함하였으며 외이도부분을 digital

으로 제외하였다subtraction techn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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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by volume rendering technique.

Pneumatization of a right temporal bone is composed of middle ear,

petrous apex and mastoid air cells.

나 측두골 함기화 평가.

컴퓨터 단층 촬영 축상면에서 상 정맥동과 미로 하행 경동맥을 임의의S ,

기준으로 설정하여 개의 군으로 나누고 전체 측두골의 부피값의 차이를4

비교하였다 그리고 유양동의 단면적을 측정하여 전체 측두골 부피와의 통.

계학적인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상 정맥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1) S

추침복합체가 아이스크림 콘 모양으로 관찰되는 단면에서 상 정맥동을S

기준으로 축상면에서 상 정맥동의 전방 경계와 후방 경계 그리고 가장S ,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외측 방향으로 도 각도로 임의의 선45

을 그어 평가한다.

제 군 은 측두골 함기화가 상 정맥동의 전방1 (Hypopneumatization group) S

경계에서 그은 임의선보다 앞쪽까지 진행된 경우 제 군, 2 (Moderate

은 상 정맥동의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그은 임의선pneumatization group) S

과 전방경계에서 그은 임의선의 사이까지 진행된 경우 제 군, 3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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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 정맥동의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그은 임의선pneumatization group) S

과 상 정맥동의 후방경계에서 그은 임의선의 사이까지 함기화가 진행된S

경우 제 군 은 상 정맥동의 후방경계 뒤쪽, 4 (Hyperpneumatization group) S

까지 함기화가 진행된 경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전체 측두골의 부피를.

구하여 각 군간 부피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A) (B)

(C) (D)

Fig. 2. Grouping of the pneumatization on the basis of the sigmoid

sinus. (A) Group 1: It is confined to the front of the arbitrary line from

the anterior border of the sigmoid sinus. (B) Group 2: It is between the

arbitrary line from the anterior border and that from the most

prominent part of the sigmoid sinus. (C) Group 3: It is between the

arbitrary line from the most prominent part and that from the posterior

border. (D) Group 4: It goes over the arbitrary line from the posterior

border.

미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2)

미로를 기준으로 내이주위봉소를 평가하는 경우 제 군은 내이주위봉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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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는 경우 제 군은 미로내측으로 일부에서 봉소가 관찰되는 경, 2

우 제 군은 미로내측 추체첨부분의 이상에서 봉소가 관찰되는 경우, 3 1/2 ,

제 군은 내이내측 추체첨부분이 모두 봉소로 구성된 경우로 나누었다 그4 .

리고 전체 측두골의 부피를 구하여 각 군간 부피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A) (B)

(C) (D)

Fig. 3. Grouping of the pneumatization on the basis of the labyrinth.

(A) Group 1 : No pneumatization in the medial portion of the labyrinth.

(B) Group 2 : Some air cells in the medial portion of the labyrinth. (C)

Group 3 : It is over half the medial portion of the labyrinth. (D) Group

4 : Most of the medial portion of the labyrinth is composed of the air

cells.

하행경동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3)

하행경동맥을 기준으로 추체첨의 함기화를 평가하는 경우 제 군은 추체1

첨봉소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제 군은 경동맥주위로 일부 봉소가 관찰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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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제 군은 경동맥의 외측 추체부에서만 봉소가 관찰되는 경우 제, 3 ,

군은 경동맥 내측에서도 봉소가 관찰되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체4 .

측두골의 부피를 구하여 각 군간 부피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

다.

(A) (B)

(C) (D)

Fig. 4. Grouping of the pneumatization on the basis of the carotid canal.

(A) Group 1 : No pneumatization in the petrous apex. (B) Group 2 :

Single irregular focal outpouching air cells around the carotid canal. (C)

Group 3 : Pneumatization in the petrous apex lateral to the bony canal

of the carotid artery. (D) Group 4 : Pneumatization in the petrous apex

medial to the carotid artery.

유양동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4)

추침복합체가 아이스크림콘으로 관찰되는 단면의 위 단면에서1 mm

을 이용하여 가장 큰 유돌봉소인 유양동의ROI(region of interest) program

단면적을 측정하고 전체 측두골 부피값과 통계학적으로 상관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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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easurement of cross-sectional area of antrum on axial

view at the level of M-I complex.

다 자료분석 및 통계.

성별간이나 좌 우측간 유돌 봉소의 함기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검정법, t

을 이용하였고 각각 임의로 제시한 기준점에 따른 유돌 봉소 부피값의 등,

급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분산분석법과 회귀분석을 유양동의 단면적이 유,

돌 봉소 부피값을 반영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모든 통계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은SPSS

로 하였다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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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III.

대상 환자의 특성1.

대상 환자는 모두 명으로 남자 명 여자 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92 40 , 52 51

세 세 세 였다 모두 우측 례 좌측 례로 례에서 측두골 함기화(24 -75 ) . 56 , 60 116

를 평가하였고 측두골 단층 촬영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의무기록상

으로 고막의 변성을 보이는 경우는 례로 고막 천공이 치유된 소견을 보19

이는 경우가 례 약간의 고막 함몰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례 고막 경화11 , 7 ,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례였다 그러나 고막이 정상인 군과 변성을 보이는1 .

군 간에 유돌 봉소의 부피값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154)

Table 1. Comparison of the volume measurements of adult temporal

bone according to the drum pathology.

함기화 분류 기준에 따른 측두골 부피 평가2.

가 상 정맥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S

추침복합체가 아이스크림콘 모양으로 관찰되는 단면에서 상 정맥동 주S

위의 함기화를 개의 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을 때 제 군의 경우 례로4 1 28

평균 12.41±5.16 cm3 제 군의 경우 례로 평균, 2 48 14.17±4.28 cm3 제 군, 3

의 경우 례로 평균20 16.53±3.17 cm3 제 군의 경우 례로 평균, 4 20

20.73±6.14 cm3의 부피값을 보였고 각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부피값

의 차이를 보였다.(p<0.05, r2=0.265)

Drum Number Volume (cm3)
Mean SD Range

normal state 97 16.42 5.63 8.15-28.65
abnormal state 19 12.95 4.03 6.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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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fference of the average volume of temporal aeration on the

basis of the sigmoid sinus. The mean volume of group 1 was

12.41±5.16 cm3, that of group 2 was 14.17±4.28 cm3, that of group 3

was 16.53±3.17 cm3 and that of group 4 was 20.73±6.14 cm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se groups.(p<0.05)

나 미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미로를 기준으로 내이주위봉소를 평가하였을 때 제 군의 경우 례로, 1 84

평균 13.96±5.10 cm3 제 군의 경우 례로 평균, 2 10 23.82±4.40 cm3 제 군의, 3

경우 례로 평균4 16.77±1.07 cm3 제 군의 경우 례로 평균, 4 18 16.38±5.39

cm3의 부피값을 보였고 각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23)

Fig 7. Difference of the average volume of temporal aerat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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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of the labyrinth. The mean volume of group 1 was 13.96±5.10

cm3, that of group 2 was 23.82±4.40 cm3, that of group 3 was

16.77±1.07 cm3 and that of group 4 was 16.38±5.39 cm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se groups.(p=0.23)

다 하행경동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하행경동맥을 기준으로 추체첨의 함기화를 평가하였을 때 제 군의 경우, 1

례로 평균44 14.32±5.48 cm3 제 군의 경우 례로 평균, 2 44 15.67±5.00 cm3,

제 군의 경우 례로 평균3 26 15.70±5.90 cm3 제 군의 경우 례로 평균, 4 2

22.56 cm3의 부피값을 보였고 각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312)

Fig. 8. Difference of the average volume of temporal aeration on the

basis of the descending carotid artery. The rectangles include 50% of

group and vertical borders show the minimum-maximum values. The

mean volume of group 1 was 14.32±5.48 cm3, that of group 2 was

15.67±5.00 cm3, that of group 3 was 15.70±5.90 cm3 and that of group 4

s 22.56 cm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se

groups.(p=0.23)

라 유양동 단면적과 유돌 봉소 부피와의 관계.

0

1 0

2 0

3 0

4 0
cm 3

1 2 3 4 G ro u p



- 23 -

추침복합체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단면에서 측정한 유양동의 단면적은 평균

52.28±21.32 mm2로 유양동의 단면적과 전체 유돌봉소의 부피값과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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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ship of cross-sectional area of antrum with the volume

of temporal aer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p=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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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IV.

측두골의 함기화는 고실을 채우고 있던 점액조직이 흡수 배설되며 이관,

을 통하여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시작되는데 유양동으로 부터 주위의 측두

골이 몇 개의 경로를 통하여 봉소로 치환되어 세에서 세에 대체로 성인4 5

과 같은 함기 봉소를 이루게 된다.13,14 태생 후 측두골 함기화의 완성시기

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은Rubenshon 15 남녀 모두 세 는10 , Schillinger 16 남

녀 모두 세에 함기화가 완성된다고 하였으나 와 은6 , Eby Nadol 17 함기화 정

도를 유양돌기의 길이 넓이 및 깊이로 구분하여 측정하여 길이, (mastoid

는 여자 세 남자는 세 넓이 는 남녀 모두length) 15 , 11-19 , (mastoid width)

세 깊이 는 남녀 모두 세에 성인과 같아진다고 하였11-15 , (mastoid depth) 7

다 또한 유돌 봉소의 함기화 정도는 개체 간에도 차이가 다소 많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18

이렇게 함기화된 측두골은 소리의 수신 공명 음향 분산 등의 소리의 전, ,

달을 돕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두개 내 중요한 구조를 보호하고 온도변화,

로부터 내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측두골 내의 공기로 두개 무게를,

감소시키며 공기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된다.19-21 특히 중이강에 대한 공기

저장소 역할은 이관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측,

두골 내에 있는 공기들이 중이 점막의 공기 흡수로 인해 생기는 음압을

방지하여 중이 점막의 변화와 고막의 함몰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

다.11

측두골의 함기화와 중이염의 연관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일반적으로 함기화가 불량할수록 다양한 중이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위

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22,23 임상적으로도 중이염 환자나 진주종 환자

에 있어 측두골의 함기화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두골의 함기화.

정도와 만성 중이염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 Tumarkin24, Palva25, Tos26 등

의 환경론에 의하면 정상적인 중이 점막이 있어야 측두골의 함기화가 정

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나 아동기 즉 측두골의 발달 시,

기에 염증이나 감염을 앓거나 이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측두골의 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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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감소한다고 한다 또한 수술 후 감염이 있는 경우 경화성 신생골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27 중이염으로 인하여 측두골의 함기화는 차적으로2

불량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Diamant,28 Sade29 등의 유전론에 의하면 봉

소의 발달은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함기화가 불량한 경우에

급성이나 만성 중이염이 호발하게 된다고 한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

으로 알려진 인한 이경화증과 함기화가 불량한 측두골의 관련성을 언급하

면서 측두골 함기화의 유전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측두골의.

함기화가 불량하여 중이염이 생기는 것인지 어릴 때 발생한 중이염으로

측두골의 함기화가 감소하는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중이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 측두골의 함기화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

각된다.

그리하여 측두골 함기화 상태를 알아보고자 그동안 많은 연구가 시행되

어져 왔다 함기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water-weight method30

나 pressurized transducer method31, acoustic method32 등의 방법이 시도

되었으나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이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 씨Law

측면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외이도와 상 정맥동과의 거리나 유양돌기의S

길이를 측정하여 측두골의 함기화를 알아보고자 하였고7,8 이후 측두골 컴

퓨터 단층촬영의 발달로 측두골의 함기화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

게 되었으나9 전 측두골의 함기화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컴퓨터 단층촬영 후 차원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실제 유돌 봉소의 부피값3

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11,12 임상적으로 많은 환자의 평가에 적용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측두골의 함기화를 손쉽게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측두

골 함기 세포의 부피값을 알아보고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층 촬

영상에서의 기준과 그 축상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컴퓨터 단층 촬영 축상면 이미지에서 항상 일관되게 관찰되면서 해부학적

으로도 안정된 위치를 가지는 함기화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후외측의 상S

정맥동과 내측의미로 전내측의 하행대동맥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

는 출생 후 발달을 시작하는 유양돌기에 비하여 상 정맥동은 이미Butl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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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 주에 발달하므로 측두골 내에서 유년기의 중이염 등에 의하여 그 위7

치가 달라질 수 없다33고 하였으나 기존의 여러 연구, 7-9에서는 측두골의 함

기화가 불량할수록 상 정맥동은 전방으로 전위되므로 외이도와의 거리를S

측정하여 측두골의 함기화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 정맥동의 외. S

측면에서 전외측방향으로 상 정맥동의 전 후방 경계와 가장 돌출된 부분S ,

에서 도 각도로 임의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함기화를 평가하였는데 이45

경우 상 정맥동 주위봉소 와 동경수막봉소S (perisinal cells) (sinodural cells)

를 위주로 함기화를 평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나 유돌부는 태생 후 주로,

유양동의 후방과 측방으로 발달하게 되므로34 측두골의 후외측에서 항상

일관되게 관찰되는 상 정맥동을 기준으로 함기화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S

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 정맥동의 통계학적인 의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추S

침 복합체와 내이도가 잘 보이는 단면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상 정맥동의S

후방으로 함기화가 진행되어 있을수록 전체 측두골의 부피값도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추침 복합체가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관찰되는 평면은 그.

주위가 좁고 진주종을 비롯한 많은 중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35,36 함기화 평가에 기준 평면으로 이용된

바 있다.

또한 결과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 정맥동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여S

러 개의 축상면 이미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반고리관이

추체첨과 수직인 선으로 보이는 지붕 단면과 추침 복합체와 내이도(dome)

가 가장 잘 보이는 단면 와우의 기저부와 외이도가 가장 넓게 보이는 단,

면 하행경동맥과 이관이 보이는 단면의 개의 단면을 임의로 설정하여 함, 4

기화를 평가하여 보았다 그 결과 상반고리관 지붕 단면과 추침 복합체와.

내이도 단면 와우 기저부와 외이도 단면의 개의 단면에서 함기화의 평가, 3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실제 측두골의 부피값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

으나 임상적으로 중이염 환자의 단층 촬영 결과를 파악할 때는 이소골 주

변의 연조직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게 되므로 추침 복합체 단면에서 상S

정맥동의 후방으로 함기화를 평가함으로써 전체 측두골의 함기화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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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로를 기준으로 함기화를 평가하는 경우 추체첨과 수직을 이루는 상반고

리관의 내측으로 진행된 함기화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전체4 ,

유돌 봉소의 부피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에.

는 주로 전체 측두골에서 posterosuperior tract, posteromedial tract,

으로 발달된 상부의 내이주위봉소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subarcuate tract

측두골의 부피를 반영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행경동맥을 기준으로 함기화를 평가하는 경우 경동맥의 내측과 외측으

로 발달된 추체 봉소를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추체 봉소는 잠행성4 .

으로 두개내 합병증을 일으키는 추체염의 중요성과 두개저 수술 후 뇌척수

액 이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연구되었다 보통 정도로 함기화. 10-60%

가 보고 되는데.10,37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측두골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약 의 경우에서 추체첨의 함기화가 관찰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60% .

추체첨의 함기화와 유돌 봉소의 함기화가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10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추체 봉소의 평가는 전체 측두골의

부피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추체첨이 과함기화된,

경우는 전체 측두골의 부파값도 컸지만 일부 함기화를 보이는 군은 추체첨

이 함기화 되지 않은 군과 부피값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추체첨이 과74 .

함기화된 경우는 전체 측두골의 함기화도 양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일부 함기화를 보이는 경우는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된다.

컴퓨터 단층 촬영 축상면상에서 유양동의 단면적이 전체 측두골 부피를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유양동은 태생 주에 상. 21-22

고실의 측면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주에 내면 이 발달하게34 (lumen)

된다.1 본 연구에서는 유양동과 상고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침복합체가

아이스크림콘으로 관찰되는 단면의 위 단면에서 유양동의 단면적을1mm

평가하였는데 평균 52.28±21.32 mm2로 전체 측두골의 부피값과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중이강과 함께 유양동은 태생기에.

이미 함기화되는 공간이므로 태생 후 중이염 등에 의한 측두골의 함기화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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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골 함기화의 완성시기를 고려하여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측두20

골의 부피를 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인의 측두골 부피의 평균값

은 15.28±5.34 cm3이었고 최소값은 6.16 cm3 최대값은, 30.81 cm3로 기존의

여러 연구에 비해 다소 큰 값을 보였다 최근 차원 영상 재구성이 가능해. 3

지면서 등은Luntz 11 6.61±2.7 cm3(1.3-12.7 cm3 등은), Vrabec 12 5.56±3.2

등은ml(0.76-12.63 ml), Koc 5 7.9cm3(4.0-14.0 cm3 로 보고하였으며 한국) ,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등은Lee 18 7095.2 mm3 등은, Park 35 10.43

cm3 (6.25-20.52 cm3 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등의 연구는 중이강) . Lee

을 제외한 유돌 봉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절편의 간격이 인 비부2.5 mm

비동 를 이용하여 차원 재구성시 유돌 봉소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했CT 3

을 가능성이 있으며 등의 연구에서도 역시 중이강이 제외되었고 단, Park

면적을 구하여 절편의 두께를 곱하는 방법으로 부피를 구하였기 때문에 방

법상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이강을 포함한 전체 측두골의 함기.

세포를 대상으로 부피를 구하였으며 차원 영상 재구성으로 부피를 구하는3

방법을 객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두골 단층 촬영상으로 측두골 조직의 파괴나 유돌 봉소의

저류액 등의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신체 검사에서 중이염의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고막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례 있었는데 정상 고막 소견을19

보이는 군과 비교하였을 때 측두골 부피값의 최대값은 큰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값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이염이 있는 경우 측두골의 함기화가 불.

량하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5,7,11,14,35에 위배되는 결론으로 향후 실제 중이염

환자를 대상으로 측두골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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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V.

중이염 환자의 경우 측두골의 함기화가 불량한 경우가 많고 실제 중이,

수술을 계획하거나 수술 후 그 예후를 예측하는데 있어 측두골의 함기화

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 이미지에서 객관적이면서도 손쉽게 함

기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고자 차원 영상을 재구성하여 실제, 3

측두골의 부피를 구하고 축상면 이미지에서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

한 함기화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추침복합체와 내이도가 가장 잘 보이는

단면에서 상 정맥동 후방으로 유돌 봉소가 발달되어 있을수록 전체 측두S

골의 부피값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상 정맥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S

한눈에 식별이 용이하며 분류가 비교적 쉽고 하나 내지 두개의 단면으로, ,

전 측두골 함기화를 대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중이염 환자의 측두골 함기화 평가를 용이하게 하며 향후,

측두골에 발생하는 많은 질환과 측두골 함기화에 관련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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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of temporal bone pneumatization by Computed tomography

Su-Jin Ha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Ho-Ki Lee)

The pneumatized temporal bone has many diverse functions such as

reception of sound, resonance, acoustic dissipation, insulation, lightening

of the weight of the skull, protection from external violence. Especially,

the air reservoir function claims that during eustachian tube dysfuction,

squamomastoid pneumatization provides the reserve volume of air that

prevents severe negative pressure from developing in the middle ear

due to mucosal air absorption. Various methods of temporal bone

imaging have been designed to investigate mastoid pneumatization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evaluation of temporal bone pneumatization

easily and setting up objective criteria. In this study, the volume of

temporal bone air cells was measured by volume rendering technique in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and grouping of the temporal bone

pneumatization by the arbitrary criteria. And then, we examined the

difference of the entire volume among the groups. Grouping was done

on the basis of the sigmoid sinus at the level of incudomalleolar joi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ntire volume of temporal bone

statistically. Grouping on the basis of the labyrinth and the descending

carotid artery was insignificant. Further, there wa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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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antrum and the

entire volume of the temporal bone. In conclusion, we can estimate the

degree of the pneumatization of temporal bone easily by evaluating of

the air cells around the sigmoid sinus at axial CT imag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planning tympanomastoidectomy and

improving the postoperative prognosis of the patients of chronic otitis

media.

Key Words: temporal bone, Computed tomography, pneumatization,

sigmoid s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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