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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폐쇄형 유양동 삭개술에서 고막 함몰 방지를 위한 이주연골 이식 및
PORPⓇ 동시 삽입의 유용성

폐쇄형 유양동삭개술을 시행한 후,고막에 고막함몰이 발생하는 경우가
5-20%까지 보고 되고 있다.이의 방지를 위해,많은 저자들이 연골을 사
용하고 있다.다양한 디자인의 이주연골을 이용한 고실성형술이 있지만 좀
더 나은 이개연골의 디자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주연골을 십자로 홈을
파서 가동성을 주고,환기관 삽입 시 용이하게 하며 연골을 포함하여 고막
함몰을 방지하고 또한 PORPⓇ를 삽입하여 청력의 증진을 가져오고,고막
함몰을 역시 방지하는 술식이다.수술 전후의 고막 상태와 청력 등을 보고
기존의 유양동삭개술 후의 상태와 비교하여 본 술식의 유용성을 평가해 보
고자 하였다.
고막 이식으로 연골-연골막 복합체를 사용하고,동시에 PORPⓇ를 삽입

한 총 47례를 대상으로 하였다.이중 43례에 대해 청력 검사가 시행되었
다.수술의 결과는 수술 전-후의 순음청력,골기도차,그리고 수술 후 고막
소견으로 평가하였다.20례가 남자,27례가 여자였으며,나이는 7～71세까
지이다.수술 후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35개월이고,수술 후 순음청력은
술후 평균 16개월 후에 시행되었다.총 45례 중 3례 (6.7%)에서 고막함몰
이 추적 관찰기간 동안 관찰되었으며 이외에 PORPⓇ가 약간 돌출이 1례가
있었고,고막의 외측 치유(lateralhealing)된 1례와 술 후 감염된 2례가 있
었다.평균 골기도차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30.0 dB에서 24.0 dB로
(p<0.04) 감소하였고, 평균 기도청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47.3
dB(SD13.))에서 35.7dB(SD15.5)로 개선되었다.(p<0.0003)
이상의 결과로 생리적으로 디자인된 연골-연골막 복합체를 이용한 고실

성형술과 PORPⓇ의 동시 삽입은 고막함몰 발생과 무기화를 효과적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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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고,청력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술식으로 사료된다.연골의 디
자인이 고막이식을 용이하게 해 주고,고막함몰이 발생하더라도 환기관을
삽입하기 쉽고,PORPⓇ의 돌출을 방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핵심되는 말:중이,고막함몰,PORPⓇ,무기화,귀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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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유양동삭개술에서 고막 함몰 방지를 위한 이주연골 이식 및
PORPⓇ 동시 삽입의 유용성

<지도교수 이 호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신 승 호

I. I. I. I.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고막함몰(retractionpocket)과 이어지는 재발성 진주종은 폐쇄성 유양동삭
개술(intactcanalwallmastoidectomy)과 함께 고실성형술(tympanoplasty)
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합병증으로 발생률은 5～20%로 알려져
있다.1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식 재료로 연골을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958년 Jansen이 연골을 이용한 고실성형술을 최초로 시행했으며
2,1963년 Salen3,Jansen4등이 연골-연골막 복합이식을 이용한 고실성형술
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다.1967년에 Goodhill이 이주연골막을 이용하여 제3
형 고실성형술과 이주연골(tragalcartilage)을 T자로 디자인하여 이소골
(ossicle)대신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5 1979년 Kinney는 TORPⓇ와
PORPⓇ를 이용한 고실성형술 시에 이주연골을 이용하여 인공물의 탈출을
방지하고 청력의 증진을 가져오는 방법을 소개했다6.1997년 Dornhoffer는
수직으로 이주연골의 가운데 부분을 2mm 가량 오려내어 추골에 낄 수
있게 디자인한 연골-연골막을 소개하였다7.1986년 Mikaelian은 연골-연골
막 복합이식을 이용한 고실성형술을 1차에 모두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8.1993년 Milewski는 이주연골은 쉽게 채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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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재단하기 쉬우며,수술시 조작이 쉽고,이식 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
하며,고막의 외측 치유가 없는 장점을 가지며,진행된 중이염에서 연골-연
골막을 이용한 고실성형술이 이관장애에 잘 견디고,수술 후 청력 개선도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1987년 Levinson은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에
서 고막함몰(Atelectaticretraction pocket)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PORPⓇ 위에 연골을 얹어서 보형물의 탈출을 방지하
고,수술 후 고막함몰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그는 이주연골을
"Pac-Man"모양으로 디자인하여,이식할 경우 수술 후 고막함몰을 방지하
고,좋은 청력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10.
대부분의 의사들은 만성중이염,특히 진주종의 치료에 있어 2단계 시술

(twostageoperation)을 추천한다.11그러나 그 외 다른 의사들은 1단계 시
술(onestageoperation)을 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좀더 생리적으로 디자인한 이주연골을 이용한 고막

이식과 동시에 PORPⓇ를 삽입하여 고막함몰의 발생의 방지와 더불어 청력
향상도 같이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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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에서 책임저자(이호
기)에 의해 폐쇄성 유양동삭개술 및 PORPⓇ 삽입을 시행 받은 모든 환자
의 후향적 차트 분석을 시행하였다.이 기관은 3차 대학 병원으로 대부분
의 환자는 1차 또는 2차 병원에서 의뢰되었다.자료는 외래 의무 기록과
수술지를 통해 조사되었다.증상,진찰 소견,청력 검사 결과,그리고 수술
관찰 기록 등이 조사되었다. 청력검사는 the 1995 American of
Otolaryngology-HeadandNeckSurgery(AAO-HNS)guidelines에 따라
술 전과 술 후가 분석되었다.12

t-test가 결과의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총 47례가 분석되었으며,전례가 침골이 제거 되었으며,PORPⓇ가 삽

입되었다.이 중 43례에서 청력검사가 시행되었다.수술 전후의 순음청력,
골기도차((500,1000,2000,3000Hz)와,고막 소견을 통해 수술의 성적을
평가하였다.남자 20명,여자 27명이었으며 연령은 7세에서 71세까지였
다.수술 후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35개월 이었으며,수술 후 순음청력검
사는 평균 16개월 만에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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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술적 방법
폐쇄성 유양동삭개술을 전례에서 시행하였고,필요에 의해 침골을 제거

하였고,추골의 윗부분과 손잡이(handle)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았다.병변
이 없는 중이점막은 최대한 보존하였고,이주에서 연골을 채취하였다.채취
한 연골의 한쪽 연골막은 분리하여,다시 이주로 넣어주었고,남은 연골과
연골막을 이식 재료로 사용하였다.연골의 가장자리 쪽은 제거하고,십자가
모양으로 홈을 파,(Figure1)다루기 좋게 하여,고막륜에 이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Figure2)연골의 십자가 모양의 위쪽 부분은 추
골 손잡이(malleushandle)에 걸 수 있게 하여,이식물의 안정감을 주게 하
였고,홈의 가운데 부분은 술 후 환기관 삽입을 쉽게 삽입할 수 있는 부분
이 된다.연골의 이식을 시행 후 연골과 연골막의 디자인이 끝나면,지혈
을 시행 후,PORPⓇ를 등골의 상부구조와 연골의 후상방 사이에 끼워 넣
어,고막의 함몰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Figure3)3개월 후의 고막 소
견을 예시하였다.(Figure4)

Figure1.Thebiologicallydesignedtragalcartilage-perichondrialflap:
Cartilage of Peripheral margin was removed(black arrow) and
cross-shapedgroove wasmadeandsoitwaspossiblethatflapwas
biologically grafted at the tympanic ring. The center region of
flap(black arrow)which was absentofcartilage was used 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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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ion ofventilation tube.Cartilage portion offlap preventthe
protrusionofPORPⓇ andtheformationofretractionpocketviaattic
support.

Figure2.Lateralsideofcartilage-perichondrialflapaftergraftthrough
externalauditorycanal:Designedflapforeasy-handlingwasprecisely
graftedatthetympanicring.

Figure3.InsertedPORPⓇ (Arrow )
:PORPⓇ wasplacedbetweenthesuperstructureofstapesand
cartilage-perichondrialflapandpreventtheretractionofgrafted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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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Drum findingsatpostoperative3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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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전체 중 감염된 2례를 제외한 45례의 환자 중 3례(6.7%)에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고막함몰이 발생하였다.(Table1)3례의 환자는 각각 개방
성 유양동삭개술,환기관 삽입,제3형 고실성형술 및 재건을 받았다.PORP
Ⓡ가 약간 돌출이 1례가 있었고,고막의 외측 치유(lateralhealing)된 1례
가 있었다.전체 47례의 환자 중 2례에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였고,그
중 1례는 개방형 유양동삭개술이 시행되었다.그 2례는 고막함몰 발생률
에서 제외하였다.
술후 골기도 청력차가 20dB이내인 경우가 술 전 9례 (23%)에서 술 후

20례 (5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Table2)평균
골기도 청력 차는 30dB에서 24dB로 감소하였고,(p<0.04)평균 기도 청력
은 47.3dB(SD13.0)에서 36dB(SD15.5)으로 개선되었다.(p<0.0003)(Table
2)

Table1.Postoperativedrum findings

Drum findings Case
Welltympanized 41(87.2%)
Infection 2(4.3%)
Lateralhealing 1(2.1%)
Retractionpocket 3(6.4%)

Total 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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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Air-Bonegap(Total:39)

Air-Bonegap Preoperative Postoperative
0-10dB 3(7%) 4(10%)
0-20dB 9(23%) 20(51%)
0-30dB 22(56%) 25(64%)
>30dB 15(4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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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고막의 재건의 목적은 망가진 고막의 외이와의 완전하고,영구한 격리
와 적절한 청력을 얻는 것이다.이관 기능 부전,유착 과정,고막의 섬유화,
고막의 전결손 등의 증례에서 보면 이주연골로부터 얻은 연골은 근막이나,
연골막보다 중이의 음압 환경에서 좀더 좋은 기계적 안정성을 보여준다.13

또한,연골은 근막보다 재단하고,조작하기가 더 쉽고,고막의 치유과정
(상피화)에 필요한 재료이고 고막천공의 재발을 방지해 준다.
연골을 부착한 채 이식되므로 연골막이 줄어드는 현상은 최소화된다.

측두근막은 치유 과정 동안 유착되거나,이식부위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
다.14

그러나,두꺼운 연골로 고막을 이식하는 경우는 그 연골판의 두께와 딱
딱한 정도,양에 의해 재건 후 청력에 나쁜 영항을 줄 수 있다.15

고막 재건을 통한 음파의 전달은 고막에 이식되는 재료의 모양,위치에
영향을 받는데 결국 수술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Dirk
Mürbe에 의하면 연골판의 두께를 줄일수록 음파의 전달은 개선된다고 한
다.그리고 섬모양의 연골은 판이나 울타리 같은 모양의 연골보다는 좋은
청력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13

Matthew G에 의하면 연골 고실성형술 후 청력의 결과는 근막 고실성
형술의 결과와 필적할만하다고 하였다.16

그래서 저자는 연골의 가장자리를 파내서 큰 섬 모양으로 만들고,연골
의 가운데를 십자가 모양으로 파내었다.이런 과정은 가동성을 주어 연골-
연골막 복합체의 조작을 쉽게 하여 고실륜에 쉽게 위치시키기 위함이다.
복합체의 십자가 모양 윗부분은 추골 손잡이(malleushandle)에 닿도록 고
막륜에 위치시키다.복합체의 십자가의 가운데 부분은 연골이 없어 나중에
환기관 삽입이 필요한 경우,용이하게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Sheehy는 PORPⓇ나 TORPⓇ 위에 커다란 연골조각을 위치시켜 이식물

의 탈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수술 후 고막함몰을 물리적으로 방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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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는 술식을 주창하였다.17
그래서 본 저자들은 수술 후 청력개선과 침골의 제거 후,후상방의 고

막의 지지하기 위해 PORPⓇ를 삽입하였다.
1957년 Rambo에 의해 단계적 수술(stagingoperation)이 처음 보고 되

었다.이것의 장점은 이차적인 청력 개선과 남은 진주종과 다른 병변을 완
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18,19

반면,Goldenberg는 단계적 수술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20

고막 함몰률을 타문헌에서 보면,Chiossone에 의한 Three cartilage
technique에 의한 고실성형술에서는 약간의 고막함몰에서 중요한 고막함몰
의 총발생률은 10.34%로 보고하고 있고.1Levinson에 의한 Pac-mangraft
에 의한 고실성형술에서는 기존의 고막함몰 부위에서는 재발이 되지 않았
지만 새로운 부위에서 13%의 고막함몰률을 보고하였으며,10Dornhoffer에
의한 연골 고실성형술에서는 작은 부분적인 고막함몰이 6.9%에서 발생하
였다고 보고하였다.21본 술식의 고막함몰률은 6.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평균 골기도차가 30dB에서 24dB로 감소하였으며,평균기도청력은 수

술 전 47.3dB(SD13.0)에서 35.7dB(SD15.5)으로 개선되었다.수술 후 골
기도차가 20dB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전체 증례의 51%에 달한다.이 결
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다.1997년 한이인지에 보고 된 내용을 보면,
1984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시행한 중이염 수술 후 골기도차가 20
dB이내로 감소한 경우는 측두근막이 32.3%,연골을 이용한 경우는 52.8%
의 결과를 보였다.22본 술기를 이용한 후 20dB 이하의 골기도차는 전체
의 51%이므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수술 후 청력은 개선되었으나,많은 요인이 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본

저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증례를 조사해봐야 한다.
본 술기의 이론적 단점은 연골의 불투명성과 딱딱함 때문에 중이내 심

각한 합병증이 명백해질 때까지 어떤 재발 질환도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수술자는 항상 의심을 갖고 진조종의 재발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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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고막 함몰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2차 수술적 관찰을 해야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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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생리적으로 디자인된 연골 이식과 PORPⓇ의 동시 삽입은 고막함몰 발
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청력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술식이다.
디자인의 특성상 연골-연골막 복합체 이식이 용이하고,고막함몰이 발생하
더라도 환기관 삽입이 쉽고,PORPⓇ의 돌출을 방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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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fficacyofdrum graftwithtragalcartilageandthecoinsertionof

PORPⓇ intheintactcanalwallmastoidectomytoprevent
retractionpocketofdrum

Seung-HoShin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AssociateProfessorHo-KiLee)

After performing intact canalwallmastoidectomy,formation of
retractionpockethasbeenreportedin5~20% ofthecases.Toprevent
this,many otologistshavebeen using cartilage.Though therewere
varioustypesoftympanoplasty,wewouldintroducethebetterdesign
of tympanoplasty with tragal cartilage. The biologically designed
cartilagewhich had cross-shaped groovewasmadetofacilitatethe
manipulation so thatthe grafton tympanic ring could be easily
performed.Thegrooveofcartilagecanbeusedlaterasapassagefor
ventilation tubeinsertion.And theinsertion ofPORPⓇ resultin the
improvementofhearing andtheprevention ofretraction pocket.We
wouldevaluatetheefficacy ofthenew tympanoplasty by comparing
the reports of usualmastoidectomy with pre- and post-operative
hearinganddrum finding
Total 47 cases which were performed intact canal wall

mastoidectomy with the insertion ofPORPⓇ and drum graft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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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ilage-perichondrialflaphavebeenreviewed.Outofthese,43cases
have been selected to audiologic test.The resultofoperation was
evaluatedbycomparingpre-andpost-operativepuretoneaudiogram,
airbonegapandpostoperative drum findings.Twentysubjectswere
maleand27female,agedfrom 7to71years.Averagefollow upperiod
afteroperationwas35months,andpost-operativepuretoneaudiometry
wasconductedaverage16monthsafteroperation.
Outof45cases,retractionpocketwasobservedin3cases(6.7%).

SlightprotrusionofPORPⓇ andlateralhealingofdrum wasobserved
in1caseeach,andtherewere2casesofpostoperativeinfection.Also
numberofcaseswithairbonegaplessthan20dB increasedfrom
9(23%)casespre-operation,to20cases(51%)postoperation.Airbone
gapaveragestatisticallydecreasedfrom 30.0dBto24.0dB(p<0.04),and
the mean air conduction thresholds statistically improved from a
preoperative level of 47.3 dB (SD13.0) to a level of 35.7
dB(SD15.5)(p<0.0003)
Biologicallydesignedcartilagetympanoplastywiththeco-insertionof

PORPⓇ candecreasetheformationofretractionpocketandatelectasis
ofdrum aswellasimproving hearing.Weassumed thatthenew
cartilage-perichondrialflap facilitates the drum graft,and even if
retractionpocketisformed,itiseasiertoinserttheventilationtube.
AlsoitcouldpreventtheextrusionofPORPⓇ

Keywords:middleear,atelectasis,retractionpocket,earcartilage,P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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