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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이제야 양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이나마 덜어 낸 기분입니다.학위 과정 내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정명현 선생님과
이원상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계 하나의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연구의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던
정인혁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위 과정을 지내는 동안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노영수 선생님과 안회영
선생님,그리고 교실의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직 해 내야할 일들이 많지만 조급해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쁨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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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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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접근술은 중간머리뼈우묵(middlecranialfossa)접근법의 확장된
형태로 속귓길(internalauditorycanal)과
소뇌다리뇌각(cerebellopontineangle)의 병변 뿐만 아니라 삼차신경
부위까지 접근성이 좋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술식이다.
수술할 때에는 병변의 완전 제거가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기능의
보존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달팽이와 주변 구조의 해부학적 관계를 계측조사해서
수술 시 얼굴신경과 달팽이신경,달팽이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한국인 시체의 관자뼈(temporalbone)
10쪽을 수술현미경을 보면서 해부하였으며 달팽이를 중심으로 주변
구조물과의 거리를 측정하였다.대상이 되는 관자뼈에서 귀수술의
병력이 있거나 전이성 종양,기형,뼈질환,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우선 속귓길의 앞쪽 경계에 점 A 라는 가상점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수직능선(Bill'sbar)의 앞쪽 경계에서 평균 7.46±0.26㎜의 거리에
위치하였고 달팽이는 점 A에서 수직능선을 연결하는 가상선을
기준으로 평균 30.3±0.81도 안에 위치하였으며 수직능선에서
달팽이까지의 최단 거리는 평균 0.83±0.41㎜ 이었다.속목동맥은 점
A에서 평균 6.53±0.30㎜의 거리에 있었으며 점 A와 속목동맥을
연결하는 가상선의 내측에 있는 뼈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을 탈회하여 시상면으로 자른 후 수직 절편을 만들어서
중간머리뼈우묵 바닥에서 달팽이까지의 수직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평균 2.45±0.05㎜ 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바위접근술을 시행할 때 달팽이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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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중간머리뼈우묵 달팽이 속목동맥 속귓길 수직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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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이비인후과 영역의 수술에서 병변의 완전한 제거와 함께 기능의 보존
과 유지도 상당히 중요하다.중요 기능으로 얼굴신경 기능과 듣기 기
능이 있는데 통상적인 중이염 수술의 경우 달팽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학적인 보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머리뼈바닥에 발생하
는 여러 질환들의 수술 시에는 그 기능의 유지와 형태의 보존에 어려
움이 많다.머리뼈바닥으로의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중간머리뼈우묵
(middlecranialfossa)접근 술식은 얼굴신경과 안뜰신경(vestibular
nerve)의 수술 및 소뇌다리뇌각(cerebellopontineangle)에 생긴 종양
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확장된 술식에 의해 속귓길
(internalauditorycanal)의 병변 뿐만 아니라 삼차신경 부위까지 수
술 시야를 넓힐 수 있다.1바위접근술은 확장된 형태의 중간머리뼈우
묵 접근법으로 해면정맥굴(carvernoussinus)의 후반부를 열어주고 바
위부분(petrouspart)속의 속목동맥이나 달팽이,미로,얼굴신경 및
안뜰신경을 제외한 모든 바위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2,3바위
접근술을 실시할 때는 얼굴신경의 큰바위신경(greaterpetrosalnerve)
을 확인하고 이 신경의 주행을 추적하여 속귓길을 찾는 방법이 일반



적인 술식이다.4얼굴신경의 주행을 따라 무릎신경절과 미로부분,속
귓길을 찾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으
며,수직능선(Bill'sbar)은 속귓길 안의 얼굴신경과 위안뜰신경을 분
리하는 뼈 구조물로 얼굴신경을 확인하는 지표로 이용된다.5그러나
중간머리뼈우묵의 표면에서 달팽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
태이다.또한 수술 시 넓은 시야 확보와 기능의 보존을 위해서는 해
부학적인 지식이 필수적인데 속귓길의 해부학적 계측과 바위부분 전
방부의 해부학적 지표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의 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6-9수술 시 청각 기능의 보존을 위해 달팽이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 보고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인 시체를 해부하여 중간머리뼈우묵에서 달팽이를 중심으
로 그 주변의 중요 구조물들과의 해부학적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바위
접근술의 시술에서 달팽이를 보존하면서 넓은 수술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ⅡⅡⅡ...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대대대상상상

한국인 성인 시체의 관자뼈(temporalbone)10쪽을 사용하여 해부하
였으며 귀 수술의 병력이 있거나 전이성 종양,기형,뼈질환,심한 염
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성별은 남자 7쪽,여자 3쪽으로 오른쪽
관자뼈가 6쪽,왼쪽 관자뼈가 4쪽이었다.나이는 평균 75세였으며 분
포는 54세에서 93세까지로 성장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의 자료
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또한 두 쪽의 관자뼈를 탈
회하여 시상면으로 절편을 만든 후 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에서 달팽
이까지의 수직 거리를 측정하였다.

222...방방방법법법

가가가...머머머리리리뼈뼈뼈의의의해해해부부부

머리덮개뼈(calvarium)를 제거한 후 경질막(duramater)을 벗기고,뇌
줄기(brainstem)의 윗부분을 잘라 대뇌를 제거한 후,중간머리뼈우묵
을 노출시켰으며,머리는 고정대에 고정한 후 뇌막과 소뇌천막을 제
거하고 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을 노출시켰다.수술현미경(ZeissS21
OMP-19,Germany)하에서 전기송곳을 사용하여 뼈를 조심스럽게 제
거하였다.속귓길의 확인을 위해서 큰바위신경을 찾은 후 이 신경을
따라 뼈를 제거하여 신경관을 개방하였으며,무릎신경절(geniculate
ganglion)에 도달한 후 얼굴신경의 미로부분의 주행을 따라 속귓길을
찾고 속귓길의 천정을 개방하였다.4달팽이의 개방은 수직능선을 확인
하고 속귓길의 앞부분 경계의 손상을 피하면서 앞부분의 바닥 부분을



조심스럽게 개방하였다.큰바위신경을 보존하면서 이 신경의 바닥에
있는 뼈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바위부분 내로 주행하는 속목동맥의
일부분과 고막긴장근을 노출시켰다.

나나나...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길이 0.05㎜ 오차의 마이크로캘리퍼스(Digimaticcaliper,Mitutoyo)와
각도 0.5도 오차의 각도기를 사용하여 해부확대경 하에서 측정하였고,
측정 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해부학적인 지표에 대한 계측은 무
작위로 시차를 두어서 3차례 측정하여 결과를 얻었다.

1)수직능선의 앞쪽 끝부분에서 달팽이의 뒷부분을 지나는 가상선을
그리고 이 선의 연장선이 속귓길 경질막의 앞부분과 만나는 지점을
점 A로 정하였다.수직능선의 앞쪽 끝에서 점 A까지의 거리를 측정
하였다.점 A에서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의 바닥과 접하는 선을 그리
고 이 선이 속목동맥과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고,점 A
에서 수직능선을 연결한 선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그림 1).



그림 1.관자뼈의 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을 제거한 뒤의 사진.달팽이와 주
변 구조물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오른쪽 위의 삽입된 그림은 점 A를 나타
낸다.점 A는 수직능선에서 달팽이의 뒷부분을 지나는 가상선을 그린 후 속
귓길 경질막의 앞부분과 만나는 지점으로 정의하였다.
A :수직능선의 앞쪽 끝에서 점 A까지의 거리
B:속목동맥에서 점 A까지의 거리
α :A와 B사이의 각도
GSPN :큰바위신경
ICA :속목동맥
SCC:반고리뼈관
Ant:앞쪽
Lat:가쪽

2)수직능선의 앞쪽 경계에서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까지의 최단 거
리를 측정하였다(그림 2,F).
3)점 A에서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과 접하는 선이 큰바위신경과 만
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큰바위신경에서 속목동맥까지의



최단 거리를 측정하였다(그림 2,E,A).
4)위 계측 1)에서 달팽이와 접하는 지점에서 바위능선(petrousridge)
까지의 최단 거리와 점 A에서 바위능선까지의 최단 거리,속목동맥에
서 바위능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측정하였다(그림 2,C,D,B).

그림 2.관자뼈에서 달팽이와 주변 구조물들과의 관계.
달팽이와 큰바위신경,속목동맥과 수직능선 사이의 거리 측정을 통하여 해부
학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A :속목동맥과 큰바위신경 사이의 거리
B:속목동맥과 바위능선 사이의 거리
C:달팽이의 기저회전 부분에서 바위능선 사이의 거리
D:점 A에서 바위능선 사이의 거리
E:점 A에서 큰바위신경 사이의 거리
F:달팽이의 기저회전 부분에서 수직능선 사이의 최단 거리
Ant:앞쪽
Lat:가쪽



다다다...수수수직직직절절절편편편의의의분분분석석석

한 쪽 관자뼈를 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과 달팽이를 포함하여
3.0x3.5x5.0cm 크기로 절제한 후 4℃의 포르말린 고정액에 24시간 고
정시켰다.탈회용액(aluminum chloride7.0g,Hcl8.5cc,formicacid
5.0cc,증류수 100cc)으로 2주간 탈회를 하였으며 흐르는 물에 2일 간
세척하고 70% 알코올로 시작해서 80%,90%,95%,100% 알코올로
각각 2일간 탈수를 시켰다.파라핀 포매를 한 후 5㎛ 두께로 절편을
시상면으로 자르고 크실렌(xylene)으로 파라핀을 제거한 다음 헤마톡
실린-에오신(Hematoxylin-Eosin)염색을 시행한 후 광학현미경
(OlympusBX50,Japan)으로 관찰하였으며 달팽이의 기저회전이 가장
잘 보이는 절편을 기준으로 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에서부터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까지의 최단 거리를 측정하였다(그림 3).



그림 3.달팽이와 주변 구조물의 광학현미경적 사진 (H-E염색,x12.5,선
=500㎛).
관자뼈를 시상면으로 절편을 만들어 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에서
달팽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화살표).



ⅢⅢⅢ...결결결과과과

노출된 중간머리뼈의 바닥은 대체로 편평한 형태였으며 달팽이의 위
치를 가늠할 수 있는 모양은 볼 수 없었다.큰바위신경의 주행 방향
을 따라 무릎신경절로 추정되는 부위에 약간의 융기가 있었으며 이것
의 아래,안쪽으로 위반고리뼈관의 융기를 볼 수 있었으나 이것 역시
10쪽의 관자뼈 중 4쪽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수직능선은 얼굴신경과
무릎신경절에서 얼굴신경을 따라 뼈를 제거하면서 속귓길을 찾을 때
속귓길은 바위능선 쪽으로 점점 깊어지는 형태였다.달팽이는 단단한
뼈에 감싸여져 있었으며 뼈미로는 주변의 뼈와 구분이 어려웠으며 이
로 인해 막미로가 쉽게 노출되어 손상되었다.기저회전부분은 내측에
위치하고 첨단회전부분은 외측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며 중간머리뼈우
묵의 바닥에서부터 기저회전부분이 더 가깝게 위치하였다.기저회전
부분에서 첨단회전부분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졌으며 달팽이축
(modiolus)이 나선모양의 중심에 있었다.

111...달달달팽팽팽이이이를를를찾찾찾기기기위위위한한한지지지표표표로로로서서서의의의점점점AAA에에에대대대한한한계계계측측측

수직능선의 앞쪽 끝에서 점 A까지의 거리는 최소값이 7.01㎜,최대값
이 7.84㎜로 평균 7.46㎜,표준편차는 0.26㎜이었다.점 A에서 달팽이
의 기저회전부분의 바닥을 지나 속목동맥까지의 거리는 최소값이
5.95㎜,최대값이 6.87㎜,평균6.53㎜이었고,표준편차는 0.30㎜이었다.
점 A에서 수직능선까지 연결한 선과 점 A에서 속목동맥까지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는 최소값이 28.4도,최대값이 31.2도,평균30.3도이었
으며 표준편차는 0.81도이었다(그림 4).



그림 4.관자뼈에서 달팽이를 찾기 위한 지표.
달팽이는 수직능선과 점 A를 연결한 가상선에서 점 A를 기준으로 30.3도 이
내에 위치하였다.속목동맥과 달팽이,속귓길,바위끝,바위능선을 경계로 색
칠된 부분은 수술 시 달팽이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뼈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앞쪽
Lat:가쪽

222...수수수직직직능능능선선선에에에서서서달달달팽팽팽이이이까까까지지지의의의거거거리리리

수직능선의 앞쪽 경계에서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까지 최단 거리는
최소값이 0.57㎜,최대값이 1.43㎜이었으며 평균은 0.83㎜,표준편차는
0.41㎜이었다.



333...큰큰큰바바바위위위신신신경경경에에에서서서속속속목목목동동동맥맥맥까까까지지지의의의거거거리리리

큰바위신경의 하방으로 주행하는 속목동맥에서 큰바위신경까지의 최
단 거리는 최소값이 1.52㎜,최대값이 3.21㎜이었으며 평균은 2.72㎜,
표준편차는 0.83㎜이었다.또한 점 A에서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을
지나 큰바위신경까지 최단 거리는 최소값이 6.67㎜,최대값이 7.84㎜,
평균 7.50㎜이었고,표준편차는 0.33㎜이었다.

444...바바바위위위능능능선선선에에에서서서부부부터터터의의의거거거리리리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에서 바위능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최소값이
11.62㎜,최대값이 13.43㎜,평균12.74㎜,표준편차는 0.52㎜ 이었으며
점 A에서 바위능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최소값이 9.21㎜,최대값이
10.42㎜,평균9.87㎜,표준편차는 0.38㎜ 이었다.속목동맥에서 바위능
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최소값이 11.88㎜,최대값이 14.20㎜,평균13.11
㎜,표준편차는 0.87㎜ 이었다.

555...중중중간간간머머머리리리뼈뼈뼈우우우묵묵묵의의의바바바닥닥닥에에에서서서달달달팽팽팽이이이까까까지지지의의의수수수직직직거거거리리리

관자뼈의 시상면으로 자른 절편에서 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에서 달팽
이 기저회전부분까지의 최단거리는 각각 2.5㎜,2.4㎜ 로 측정되었다.



ⅣⅣⅣ...고고고찰찰찰

중간머리뼈우묵 접근술은 1961년 House4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으며
속귓길 내의 종양 제거나 안뜰신경의 절단,얼굴신경에 대한 수술 등
에 적용될 수 있으나 관자엽의 견인과 제한된 수술 시야 등의 이유로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왔다.이 술식은 Wigand등10과 Kanzaki등11이 중
간머리뼈우묵의 뼈를 넓게 제거하여 확장된 중간머리뼈우묵 접근술식
을 시행한 이후,소뇌다리뇌각에 발생한 안뜰신경집종의 제거나 삼차
신경의 병변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술식으로 발전되었다.1,12병변의
완전한 제거와 함께 수술 시야 내의 중요 구조물들의 손상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특히 얼굴신경과 달팽이의 보존이 중요하다.
달팽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Naguib등7은 속목동맥과 삼차신경절,속귓
길의 앞쪽 경질막,달팽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각형을 찾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였으며,Sennaroglu등8은 속목동맥과 속귓길,바위끝,바위
능선,달팽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오각형 모양의 안전지역 I에 의해
달팽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Naguib등7의 방법은 수술 시 중
간머리뼈우묵의 경질막을 올릴 때 삼차신경절도 같이 올려지기 때문
에 일관성있는 지표는 아니며,Sennaroglu등8의 방법은 안전지역 I을
찾을 때 바위능선에서부터 달팽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만 하는 문
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역시 지표로서의 일관성은 부족한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머리뼈우묵의 표면에서 달팽이의 위치를 찾는 방
법으로 수직능선을 이용했으며,속귓길의 앞쪽 경질막 위에 점 A라는
가상의 점을 가정하여 생각하였다.수직능선의 앞쪽 끝부분에서 달팽
이의 뒷부분을 지나는 가상선을 그리고 이 선의 연장선이 속귓길 경
질막의 앞부분과 만나는 지점을 점 A로 정하였으며 수직능선의 앞쪽
끝에서 약 7.46㎜의 거리에 있고 이 점을 기준으로 수직능선의 앞쪽
끝을 연결한 선에서 약 30.3도 안에 달팽이가 있다.수직능선의 앞쪽
부분에서 달팽이까지의 거리도 중요한데 Cokkeser등13과 Sennaroglu



등8은 약 1㎜라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약 0.83㎜정도로 관찰되었는
데,수술 시 수직능선과 달팽이의 최단 거리를 고려하면서 수술을 진
행하면,흔히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달팽이의 뒤쪽 부분을 안
전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중간머리뼈우묵의 표면에서부터
달팽이까지의 깊이에 대한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Matsunaga등
14은 관자뼈 조직표본 연구에서 약 2.7㎜라고 하였고,Sennaroglu등8은
관자뼈 단층촬영 소견의 연구에서 약 2.5㎜라고 하였다.본 연구에서
는 비록 2개의 표본이었으나 약 2.45㎜로 측정되어서 다른 연구자들
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본 연구에서와 같이 점 A를 중심으로 달팽
이의 위치를 고려하고 수직능선에서의 거리와 중간머리뼈우묵에서의
깊이를 참고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달팽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술을 속귓길의 앞쪽으로 확장해서 진행할 경우 안전하게 뼈
를 제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Lee등15은 속귓길의 외측 경계 부위
를 기준으로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의 후방 경계를 지나는 가상선과
속귓길의 전방 경계를 지나는 연장선을 그리고 그 사이의 각도가 약
22.8도 이내의 범위에서는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ennaroglu등8은 안전지역 I이라는 오각형 구조를 정의하고 바위능
선에서부터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바위능선에서 큰바위신
경까지 거리의 2/3내지 3/4에 해당하는 거리에 달팽이가 있으며 이
를 통해 전방으로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점 A를 중심으로 수직능선의 앞 부분으로 연결한 가상선과 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을 지나는 가상선을 만들어서 달팽이를 포함하는 각도를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달팽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달팽이의
기저회전부분을 지나는 가상선이 속목동맥과 만나는 거리를 측정하여
점 A에서부터 속목동맥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었다.그리고 큰얕은바
위신경에서부터 속목동맥까지의 최단 거리를 측정하여 점 A를 기준
으로 달팽이와 속목동맥의 위치를 알 수 있었으며 달팽이와 속목동맥



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속귓길의 앞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구할 수 있었다(그림 4).



ⅤⅤⅤ...결결결론론론

한국인 성인 시체의 관자뼈를 해부해서 달팽이와 주변 구조물들과의
관계를 계측을 통해 조사하였다.속귓길의 앞쪽 경계에 점 A라는 가
상점을 만들었고 이것은 수직능선의 앞쪽 끝에서 약 7.46㎜ 의 거리
에 있었으며 점 A를 기준으로 수직능선의 앞쪽 끝으로 연결한 선에
서 약 30.3도 안에 달팽이가 있었다.점 A에서 속목동맥까지 약 6.53
㎜ 이었고,큰바위신경에서 속목동맥까지 최단 거리는 약 2.72㎜ 였으
며 중간머리뼈우묵 바닥에서 달팽이 기저회전부분까지의 수직거리는
2.45㎜ 였다.본 연구에서는 10쪽의 관자뼈를 해부하였는데 많지 않는
재료의 수가 연구의 한계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또한 추후
수직절편에 대한 연구에서 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과 달팽이의 수직거
리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구조물들과의 관계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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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graphicanatomyofcochleasurrounding
structuresofKorean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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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etrosalapproachprovidesexcellentaccessandexposureto
cerebellopontineangleandanteriorpetrousapex.Itisnecessaryto
eradicateallpathologiclesionsandpreservefunctionssuchas
hearing.Theaim 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anatomical
relationofcochleaandsurroundingstructuresandtobeahelpto
preserveitsfunction.Idissected10freshtemporalbonesof
Koreanadultsundersurgicalmicroscopeandmeasureddistances
andanglebetweencochleaanditssurroundingstructuresincluding
Bill'sbar.Temporalboneswithpost-operativeear,anomaly,
malignantmetastatictumor,bonedisease,andsevereinflammation
wereexcluded.Imadeimaginarypointontheanteriorborderof
internalauditorycanal(pointA).PointA waslocated7.46±0.26㎜
from theanteriorborderofBill'sbarandcochleawaslocated



withinangleof30.3±0.81degreefrom thelineconnectinganterior
borderofBill'sbarandpointA.Internalcarotidarterywas
located6.53±0.30㎜ from thepointA.Withthisfindings,Icould
safelydissectmedialareatothelineconnectinginternalcarotid
arteryandpointA.Imadeselectedverticalsectionsstainedin
hematoxylin-eosintoevaluatedthedepthofcochleafrom the
middlecranialfossaandthedepthwas2.45±0.05㎜.Insummary,I
couldsuggesttheanatomicallandmarksforpreservationofcochlea
inperformingpetrosalapproach.
����������������������������������������������������������������������

KeyWords:middlecranialfossa,cochlea,internalcarotidartery,
internalauditorycanal,Bill'sbar.


	차 례
	국문요약
	I.서론
	II.대상 및 방법
	1.대상
	2.방법

	III.결과
	1.달팽이를 찾기 위한 지표로서의 점 A에 대한 계측
	2.수직능선에서 달팽이까지의 거리
	3.큰바위신경에서 속목동맥까지의 거리
	4.바위능선에서부터의 거리
	5.중간머리뼈우묵의 바닥에서 달팽이까지의 수직 거리

	IV.고찰
	V.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