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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간 배자에서 전정와우신경의 초기 발생

전정와우신경은 청각과 평형이라는 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신경이다. 발생학적으로 이 신경은 능형뇌의 특수한 상피세포 집단인 이
판 및 그와 인접한 청안면신경절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
의 배자를 이용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
4주부터 8주 사이의 정상 한국인의 배자 31개를 카네기 발생기에 따라 9기
부터 23기까지 분류한 후 연속절편으로 조직표본을 만들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함으로써 배자기 동안의 전정와우신경의 초기발생을 시기별로 정리해보
고자 하였다.
배자 수집 단계에서 빠진 9기와 11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발생기 별로
2- 3개의 배자들을 관찰한 결과, 같은 발생기로 분류된 배자들 사이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이 균일한 발생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었다. 전정와우신경의
기원이 되는 청안면신경절과 이판은 발생 10기부터 이미 형성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12기에는 이판이 변형되어 형성된 이소포 벽의 세포들이 인접한
청안면신경절로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
혼재된 청안면신경절로부터 안면신경 가닥이 만들어졌으며, 전정와우신경은
이와는 구분되는 신경절 덩어리로부터 발생되었는데, 그 진행 양상은 이소
포로부터 발생하는 막성미로의 발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발생 15기
부터는 상,하로 신경절이 분리되었고, 17기 이후에는 막성미로의 와우관 발
생을 따라 와우신경과 나선신경절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막성미
로의 각 부분이 세분화되면서 신경절 및 신경가닥의 주행과 형태도 뚜렷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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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갔으며, 배자기의 말에는 내이도와 그 내부를 지나는 신경들, 즉
전상부의 안면신경, 전하부의 와우신경, 후방의 상,하 전정신경 및 신경절들
이 잘 관찰되었다. 그러나, 반규관의 팽대부나 와우의 코티기관 등 특수화
된 말단 감각기의 형성은 배자기 말에도 미미하거나 없었다. 결국 전정와우
신경은 발생 초기인 배자기에 그 형태와 위치 관계가 성인과 같은 모양으로
완성되지만 기능은 거의 갖추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인에서 전정와
우신경의 배자기 발생이 외국의 연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막성미로와 각 신경들의 3차원적인 상호 위치 관계를 더 잘 연
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료의 관찰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축으로 절편을 제작하고 신경 부위를 잘 볼 수 있는 조직 염색법을
사용하거나 입체적인 재구성 방법을 도입한다면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 심 되 는 말 : 정상 인간 배자, 전정와우신경, 카네기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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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배자에서 전정와우신경의 초기 발생

< 지도교수 이 원 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

창

현

I. 서 론

전정와우신경은 사람의 12개 뇌신경 중 하나로서, 뇌간의 소뇌교각
(cerebellopontine angle)에서 나와 내이도를 지나 청각과 평형기관에 분포하
는 신경이다. 사실 하나의 뇌신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뇌간에서 나오는
일부분에서만 하나로 보일뿐 전정신경과 와우신경은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각각 지니고 있다. 귀의 중요한 기능, 즉 청각과 평형기능에서 얻어지는 정
보들은 전정와우신경으로 집약되어 뇌간과 소뇌, 대뇌 등으로 전달되기 때
문에 이곳의 병변은 매우 미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기능의 손실을 유
발하게 되며, 그 대표적인 예는 외상이나 종양, 선천적 기형 등이다. 이 질
환들을 수술로써 치료할 때는 주요 부분을 공격적으로 노출시키고 조작을
해야하는 반면, 좁은 구역 안에서 단단한 뼈에 둘러싸여 별다른 수술지표가
없이 주요 기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기술이 필
요하며, 치료하는 의사들은 충분한 경험과 함께 복잡하고 치밀한 구조에 대
한 해부학적, 발생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사실 내이와 내이도, 그리고 이
와 연관된 전정와우신경이나 안면신경 등은 이비인후과의 영역이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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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민감함과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술 후 후유 장애의 가능성 때
문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은 이비인후과
의 역사에 비해 매우 최근의 일이며, 따라서 치료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도 기술했지만, 수술의 접근법이나 기술 발전의 근간은 형태를 연구
하는 해부학이며, 이에 더하여 질환의 병태생리를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지
식들은 수정란으로부터 완전한 형태를 이루게 될 때까지의 연구인 발생학으
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귀 발생에 대한 연구는 1세기 이상 전부터 진행되
어 왔지만 사람의 배자(embryo)를 관찰한 보고는 재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제한점 때문에 연구가 오래전부터 시작된 외국에서조차도 일부에 불과한 실
정이며, 국내에서는 박형우 등(1992)이 두경부 전체의 외형 발생에서 일부
언급하면서 발생기에 따른 특징을 간략히 기술한 보고만이 있을 뿐이다.1 사
람의 배자를 관찰하여 막성미로와 전정와우신경의 발생을 보고한 연구 중
Streeter (1906)의 보고는 비교적 현재까지 밝혀진 해부학적 지식과 잘 부합
되는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2 이후 그는 배자기(embryonic period)
에 해당하는 발생 4주에서 8주 사이의 기간을 여러 외형의 변화에 따라 임
의대로 분류한 발생기(dev elopmental st age)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월
경령이나 배자길이에 따른 분류와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 ,4 ,5 귀
의 발생은 이러한 발생기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카네기 발생기(O ' Rahilly & Muller , 1987)를 보편
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발생 4주는 9- 13기, 발생 5주
는 14- 15기, 발생 6주는 16- 17기, 발생 7주는 18- 19기, 발생 8주는 20- 23기
에 해당된다.6 ,7 이에 저자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배자
를 이용한 귀 발생 연구의 일환으로, 카네기 발생기에 따라 분류된 배자들
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여 사람 전정와우신경의 4주에서 8주까지의 초기발
생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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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수집 보관되어 있는 발생 4주부터 8
주 사이의 정상적인 사람의 배자 31례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배자는 카네기
발생기의 기준에 따라 9기에서 23기까지 분류하였으며, 사용된 각 기 별 배
자의 수는 표 1과 같다. 배자의 수집 단계에서 각 발생기 별로 골고루 선택
하여 모을 수는 없다는 한계 때문에 발생 9기와 11기의 배자는 관찰할 수
없었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배자
발생기

배자수

9

0

10

2

11

0

12

3

13

3

14

2

15

2

16

3

17

2

18

2

19

3

20

2

21

3

22

2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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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배자들은 10% 포름알데하이드에 고정 저장되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이
들을 조직표본으로 만들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알코올로 탈수한 뒤
7- 10μm 두께로 귀 발생 부위를 중심으로 횡절단하여 연속절편을 제작하였
으며, 약 8x8cm 크기의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배자의 문측(rostr al)에서 미
측(caudal)으로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배열하여 부착시켰다. 염색을 위해 파
라핀을 제거하고 탈수 과정의 역순으로 함수 과정을 거친 뒤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으로 염색하였다. 완성된 조직표본들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으며, 각 배자의 좌ㆍ우측 중 비교적 전정와우신경의 발생 부위가 잘
보이는 쪽을 선택하여 하나의 배자에 대해 한 쪽만 정한 뒤 연속적으로 관
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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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각 발생기 별로 2- 3개의 배자를 관찰하였으나 비교적 같은 발생기로 분
류된 배자들 사이에는 조직학적으로 형태의 차이가 없이 일정한 발생 진행
을 보였다. 조직절편을 관찰하면서 전정와우신경뿐 아니라 이와 연관 있고
근접한 구조인 안면신경과 막성미로(membr anou s labyrinth )의 발생 형태도
동시에 관찰하여 전정와우신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발생기 별로 관찰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 발 생 10기
막성미로의 모체가 되는 이판(otic placode)이 아직 신경관(neural tube)
을 형성하지 않고 넓게 열려있는 문측 신경공 외측의 표면 외배엽 부위에서
두꺼운 세포층을 형성하는 형태로 관찰이 되었으며, 이것과는 별도로 신경
능선(neural crest )의 세포들 중 일부가 전정와우신경의 원기(anlagae)인 청
안면신경절(acousticofacial ganglion )을 이루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것이 관
찰되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형태의 신경절은 형성하지 못했고 이판과의
관계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였다.

2 . 발 생 12기
청안면신경절은

삼차신경

및

미주신경의

형성과

함께

능형뇌

(rhombencephalon )의 외측에서 배측부(dor sal portion )가 능형뇌에 맞닿아
있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비교적 신경절의 경계는 뚜렷이 구분되어 보였고,
뇌벽 세포의 일부가 신경절 형성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신경절은 치밀한 세
포집단으로 보였다. 신경절의 외형은 배측에서 복외측 방향으로 장축을 형
성하는 방추형이었으며, 이판으로부터 함입이 진행되어 형성되고 있는 동그
란 주머니 모양의 이소포(otocy st )와도 복측에서 연접하여 있었다. 신경절과
- 7 -

접해있는 부위의 이소포 벽은 다소 두껍게 보였으며, 이곳에서 일부의 이소
포 벽 세포들은 기저막을 뚫고 외부로 이동하여 청안면신경절의 형성에 참
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그림 1)

3 . 발 생 13기
발생 12기와 별다른 변화가 없이 신경절은 신경능선세포 및 이소포와 연
접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12기에 비해 다소 신경절의 세포들이 이
소포의 내측을 따라서 더 이동한 것 같이 보였다. 신경절과 이소포 사이에
는 신경절과 분리된 짙은 세포띠 같은 구조가 관찰되었으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신경절은 부위에 따라서는 불완전하게 내측
부와 외측부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뚜렷하지는 않았다.

N

OV
*

그림 1. 발생 12기 배자의 내이발생 부위. 우측
이소포(OV )와 좌측 청안면신경절(N )이 밀접히
복측에서 맞닿아 있으며 이곳의 이소포 벽이
두꺼워져있다. 일부분에서는 이소포 벽 세포가
청안면신경절로 이동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H - E 염색,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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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발 생 14기
청안면신경절은 능형뇌 분절의 뇌벽과 연결이 유지된 치밀한 세포집단으
로서 그 모양이 뚜렷이 구분되어 보였으나, 아직 신경절에서 연결된 신경섬
유는 뚜렷하지 않았다. 신경절 덩어리는 주로 이소포와 근접되어 관찰이 되
었고, 그 전외측부에는 주로 신경섬유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덩어리가 구분
되어 보였는데, 내측의 신경절은 전정와우신경부, 외측의 신경가닥 부위는
안면신경부로 짐작되었다.(그림 2) 이소포는 장차 와우관(cochlear duct )이
될 부위가 복측으로 성장하면서 다소 복측 및 내측 방향으로 길어졌지만,
신경절의 형태는 이런 양상을 따라 변형되어 있지는 않았다.

OV

V

FN

그림 2. 발생 14기 배자의 내이 발생 부위. 이
소포(OV )와 청안면신경절(V )의 전방에 신경
세포와 돌기로 이루어진 안면신경의 원기
(F N )가 뇌벽에서 외측으로 향하는 모습이 관
찰된다. (H - E 염색,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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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발 생 15기
능형뇌 분절의 벽에서부터 신경섬유의 가닥들로 보이는 구조들이 나와
신경절과 연결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전정와우신경부와 안면신경부는 신
경절의 대부분에서 구분이 가능하였다. 전정와우신경부는 복측으로 더욱 하
행하여 이소포와 근접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일부분에서는 전정와우신경
절이 상, 하 두 부분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그림 3) 인접한
구조

중

이소포에서는

장차 내림프관 및 내림프낭이 될 내림프부속

(endolymphatic appendage)이 후벽에서부터 뿔 모양으로 돌출되었고, 안면
신경부는 후외측으로 가면서 원시중이강의 내측벽을 따라 주행하는 양상을
보여 장차 수평분절이 될 부위로 짐작되었다.

그림 3. 발생 15기 배자의 내이 발생 부위. 이소포
주변의 중배엽 세포들이 축합되어 있으며, 전정와
우신경절이 상,하로 나뉘는 모습이 관찰된다.(H - E
염색,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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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발 생 16기
뇌간이 될 부위로부터 전정와우신경과 안면신경이 나오는 기시부가 뚜렷
이 구분이 되며, 전정와우신경절이 와우관이 시작되는 높이에서 상, 하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신경절에서부터 신경섬유 가닥들이 연결
되어 막성미로의 발생 부위로 유입되는 것이 잘 관찰되었으나, 막성미로의
각 부위에 연결되는 신경섬유들이 잘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그림 4)
막성미로 부위는 내림프관이 확실한 내강을 형성하는 길다란 관 모양으로
구분이 되었고, 난형낭의 말단 부위에서는 장차 반규관(semicircular canal)
이 될 부위가 돌출되기 시작하였다.

OV
N

그림 4. 발생 16기 배자의 내이 발생 부위. 이소포
(OV )의 전외측 벽으로 우측의 전정신경절에서부터
유입되는 신경섬유(N )가 일부 관찰된다.(H - E 염색,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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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발 생 17기
상,하로 나뉜 신경절의 형태는 계속 유지되면서 이들 세포 덩어리의 전
하방으로 또다른 세포 덩어리가 구분이 되는 것이 관찰되어 와우신경절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뇌간 근처에서는 여러 가닥의 신경섬
유 다발이 동시에 신경절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신경절의
상,하 분절로 유입되는 섬유가 구분되지는 않았다. 막성미로로 유입되는 신

그림 5. 발생 17기 배자의 내이 발생 부위. 좌
측에 보이는 막성미로의 구형낭 발생 부위로
신경절의 하부에서부터 유입되는 신경섬유가
관찰된다.(H - E 염색, x 40)

경섬유는 이전보다 수가 늘어났으며 신경절 이후로 대략 상,하로 신경 다발
이 크게 무리를 이뤄 주행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림 5) 막성미
로는 반규관이 발생하는 부위의 여러 돌기들 중 특히 상반규관 부위가 돌기
의 중앙부가 얇아지면서 흡수가 진행됨으로써 반규관의 형태를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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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와우관도 발생이 진행되어 구형낭(saccule)의 미측에
서부터 나와

자 모양으로 약 1/ 3 내지 1/ 2 바퀴 회전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미로의 각 발생 부위 별로 신경절로부터 신경섬유의 유입이 특화되
어 보이지는 않았으며, 단지 구형낭으로의 신경 연결은 잘 관찰되었는데, 조
직절편 제작 당시의 잘려진 면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다른 것일 뿐으로 생
각되었다.

8 . 발 생 18기
뇌간이 될 부위로부터 막성미로 및 중이강이 발생하는 부위까지 전정와
우신경과 안면신경이 발생하면서 주행하는 모양을 연속적으로 관찰하여 보
면, 두 신경은 막성미로까지는 서로 근접하여 주행하면서 안면신경이 전방
에, 전정와우신경은 후방에 주로 위치하였으며, 전정와우신경절의 미측부가
보이는 부위 이후부터는 안면신경 가닥이 분리되어 중이강쪽으로 접근하면
서 슬상신경절로 보이는 세포 덩어리를 형성한 후 수평분절로 이행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막성미로는 반규관 형성이 더 진행되어 상반규관 뿐 아니
라 후반규관도 일부 분리된 두 개의 내강을 형성하였으나, 아직 외측반규관
부위는 흡수 및 형성 과정이 보이지 않았으며, 와우관은 거의 한 바퀴 회전
을 이루었다. 신경절로부터의 신경섬유 유입은 두꺼워진 난형낭의 전내측
벽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으며, 와우관의 회전을 따라서 분포하는 나선신
경절 부위에서 나온 다량의 신경섬유들이 전정신경절의 복내측으로 주행하
는 것이 관찰되었다.(그림 6) 신경절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세포의 밀도도
증가했으며, 상ㆍ하 전정신경절과 와우신경절(나선신경절)의 구분도 더욱 뚜
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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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

그림 6. 발생 18기 배자의 내이 발생 부위. 우측 상단에 보이는
와우관(CD )으로부터 신경섬유가 뇌벽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앙에 위치한 전정신경절의 내측을 지나고 있다.(*) (H - E 염색,
x 40)

9 . 발 생 19기
뇌벽에서부터 막성미로 근방까지 신경 가닥의 주행 양상은 18기에 비해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으며, 신경절의 크기와 신경섬유들의 양은 다소 증가
한 것으로 보였다. 막성미로 중 상반규관은 크기는 작지만 완전한 형태를
이루었고, 내림프관은 상반규관과 후반규관이 만나면서 형성하고 있는
comm on cru s의 후내측으로 주행하여 난형낭의 후면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각 반규관의 팽대부가 될 부위에는 융기된 구조가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crista의 전신이라고 짐작되었으며, 아직 이 부위로의 활발한 신경섬유 유입
은 관찰되지 않았다.

- 14 -

10 . 발 생 2 1기
뇌벽에서 막성미로까지 전, 후 두 그룹의 신경 가닥들이 뚜렷이 구분되
어 보였으며, 신경절은 더욱 크기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상부(par s superior )
의 크기가 두드러지게 커져 있었다. 막성미로 각 부분과 각 신경절 사이의
신경섬유 연결은 이전에 비해 잘 구분되어 보였는데, 상 전정신경절에서 부
터는 난형낭의 전벽과 상반규관 및 외측반규관의 팽대부로 집중되었고, 하
전정신경절에서는 구형낭과 후반규관으로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이 중 후반
규관으로 유입되는 신경은 신경절에서부터 팽대부까지의 경로가 미로의 후
면을 따라 돌아가고 있어 가늘고 길지만 잘 구분되어 보였다.(그림 7) 와우
관은 회전이 더 진행되어 두 바퀴에 가까운 회전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림 7. 발생 21기 배자의 내이 발생 부위.
A . 상 전정신경절에서 하단의 외측반규관 팽대부로 연결된 신경섬유(NF )를 볼 수 있다.
B . 하 전정신경절에서 우측 상단의 후반규관 팽대부로 연결된 신경섬유를 볼 수 있다.
(H - E 염색,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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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발 생 22기
막성미로를 둘러싸고 있는 중배엽 세포들의 축합(conden sation )이 더욱
치밀해지고 미로골낭(otic capsule)의 형성이 진행됨에 따라 뇌간에서 막성
미로까지의 내이도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그림 8) 막성미로의 각
부분이 더욱 크고 명확한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와우관의 회전은 성
인과 비슷하게 두바퀴 이상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정신경과 와우신경의
형태와 분포는 이전에 비해 더욱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VN
FN

그림 8. 발생 22기 배자의 내이도 발생 부위. 좌측
의 막성미로를 둘러싸는 중배엽 세포들이 연골성의
미로골낭(otic cap sule )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이도
의 내강과 그 안의 전정신경절(V N ) 및 신경섬유의
일부가 사진 우측 상단에서 관찰된다. 내이도의 외
측단에서는 안면신경(F N )이 보이고 있다.(H - E 염
색,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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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발 생 23기

내이도의 길이는 성인과 달리 짧았지만 그 안의 신경 및 신경절들은 성
인과 유사한 위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정신경 및 신경절은 내이도의
후방 및 상방에 위치하며, 안면신경은 전정신경의 전방에 위치하다가 내이
도를 지나면서 앞으로 주행하여 슬상신경절과 만났고, 와우신경은 내이도의
전하방에 위치하면서 그 신경절은 와우관의 회전을 따라 나선형을 띠고 있
었다.(그림 9)

그림 9. 발생 23기 배자의 내이 발생 부위.
A . 와우신경이 내이도의 전방에서 뚜렷이 관찰되고 있으며, 와우관의 회전을 볼 수
있다.
B . 조금 더 상부의 횡단면으로서, 전정신경 및 신경절이 와우의 후방 내이도에서 관
찰된다.(H - E 염색,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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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발생은

출생을

기준으로

출생

전기(pr enatal

period)와

출생

후기

(postnatal period)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에서는 후기에 비해 발생의 진행
이 빠르며 개체의 크기, 모양 및 신체 각 부위의 비율 등이 뚜렷하게 변화
되는 특징이 있다.7 출생 전기는 다시 발생 8주 이전의 배자기(embry onic
period)와 발생 9주 이후 출생까지의 태아기(fetal period)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배자기는 비록 형성되는 기관들의 기능은 매우 미미하지만 성인에 존
재하는 구조의 90% 이상이 출현해 발달하기 시작하며 기형유발물질에 민감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7 본 연구의 대상인 전정와우신경도 배자
기 동안에 크기는 작지만 성인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배자기 연구는 전정와우신경 발생 연구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배자기의 발생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모든 임상 분야
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선천성 기형의 연구와 치료에 길잡이 역할을 하
며, 귀를 전공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중요한 연구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발생학은 시기에 따라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추적하는 분야이기에,
연구에 사용되는 배자의 발생 단계를 객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흔히
배자의 발달 상태는 월경령과 배자의 길이를 기준으로 나타내지만, 이것들
은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다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론상 배란 혹은
수정 시간을 알면 배자령을 가장 확실히 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
더라도 개체에 따라 성장률이 다를 수 있으며, 동물에서는 한 배(bleed)의
배자들도 개체에 따라 발생 상태에 상당한 변이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기 때
문에 확실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
시된 개념이 발생기(dev elopmental stage)인데, 발생은 연속된 과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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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은 발생기로 나눌 수 있지만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 크
게 몇 개의 발생기로 나누게 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네기 발생기
개념이 가장 보편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서 귀의 원기는 발생 9기에 능형뇌(rhombencephalon )의 중간 부
위를 덮는 표면외배엽으로부터 형성되는 이판의 형태로 처음 출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의 능형뇌는 몇 개의 능형뇌분절(rhombomer e)로
이루어지는데, 이판은 그 중 제 4, 5 분절의 위치에 놓여 있다.8 판은 특히
두경부에서 중요한 특수감각기를 형성하는 두터운 세포층이며, 코(nasal
placode) 및 눈(optic placode) 등의 초기 발생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판은 그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구조이다.7 ,9 배자기 동안에 외이와 중이, 그
리고 내이의 미로골낭(otic capsule)과 골성미로(bony labyrinth ) 등은 성인
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지만, 막성미로와 전정와우신경은 이판 및 신경능선
으로부터 발생이 빨리 진행되어, 배자기 말에 이르러서는 크기만 작을뿐 성
인의 형태와 분포를 거의 완성하는 특징이 있다.1 0
전정와우신경의 발생은 신경능선 기원의 청안면신경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경절은

청안면신경원기 (acou sticofacial

primodium )로도 불리우며, 발생 3주 말부터 신경구(neural gr oov e)의 벽에
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여 배자의 복측 및 외측으로 이동을 한다.1 1 신경절
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 신경절이 복측과 배측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각각에서

안면신경의 슬상신경절(geniculate

ganglion )과 전정와우신경절이 발생한다고 여겨졌다.1 2 ,1 3 그러나, 이후에 진
행된 연구들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돼
지나 쥐의 배자를 연구한 실험에서는 이 신경절에서 유래되는 것은 단지 안
면신경의 신경섬유들 뿐이라고 했으며,

1 4 ,1 5

사람의 배자를 연구한 실험들에

서는 발생 4주경 이판(otic placode)의 전내측 부위의 일부 세포들이 이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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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된 후 기저막을 뚫고 청안면신경절로 이동하여 합류한 뒤 전정와우
신경을 형성하는 것이며 청안면신경절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1 0 ,16 결국 전
정와우신경절은 청안면신경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형성되
는 구조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개념이며,1 1 본 연구에서는 발생 12기 배자들
에서 이소포 전내측 벽의 세포층이 두꺼워져 있고 이곳의 세포들이 기저막
을 넘어 근접한 청안면신경절로 이동하는 양상이 관찰되어, 앞서 기술한 개
념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과연 이소포에서 이동한 세포들
로부터 전정와우신경이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청안면신경절로부
터 형성되는 것인지는 구별하여 추적할 수는 없었다.
전정신경과 와우신경의 신경절은 배자의 발생 단계에 따라 형성되는 시
기나 성장하는 모양이 다르다. 초기에는 성인에서 볼 수 있는 각 신경절들
이 구분되어 동시에 형성되지 않으며, 우선 신경절 덩어리가 발생 4주와 5
주 사이, 발생기로 보면 14기 경에 상부(par s superior ; superior division )와
하부(par s inferior ; inferior division )로 구분되어 보이다가 5주와 6주 사이
에는 하부 신경절의 복측에서 새로운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하여 와우신경의
나선신경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15기 경부터 신경절이
상, 하로 구분이 되어 보였고, 17기가 되어서야 나선신경절 부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되어 기존의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비교적 일
치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신경절의 발생 양상은 막성미로의 발
생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주로 이소포 상부의 발생이 활발하고 와우관 형
성이 미미한 초기에는 신경절 하부의 와우신경 발생 부위가 안 보이다가 이
후에 와우관이 형성되면서 와우관의 회전을 따라서 신경절 및 신경섬유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막성미로와 신경의 발생 진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신경섬유가 시냅스를
이루는 내이 특수 감각 부위의 발생과 분화는 신경의 지배나 영향을 받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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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역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0 다
만 이미 발생한 말단 감각기의 세포들을 유지하고 성숙시키는데는 신경 시
냅스가 관여할 것이라는 정도의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비록 막성미로가
발생하는 과정과 신경절이 발생하는 과정이 비슷한 진행을 보이기는 하지만
서로의 예정된 발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정와우신경이 막성미로의 말단 감각기로 유입되거나 뇌간으로 연결되
는 형태는 신경의 각 부위마다 다른데, 전정신경의 경우 신경절의 상부가
발생 7주 말에 현저히 커지면서 이전까지는 한 덩어리로 뭉쳐있던 말초신경
가닥들이 분리되어 난형낭이나 상, 외측 반규관의 팽대부 등 막성미로의 각
부위로 가는 신경들이 구분되며, 신경절 하부로부터는 구형낭이나 후반규관
의 팽대부로 가는 가지들이 분리되어 나온다. 또한 후반규관으로 가는 신경
가닥의 경우에는 이 때보다 1주 가량 먼저 느슨한 여러 가닥의 신경들로 관
찰이 되다가 후에 신경들이 밀집되면서 한 가닥으로 변화하는데, 이런 특이
한 발생 형태는 하등 동물에서 여러 군데의 말단 감각기로 유입되는 이 부
위의 신경 형태와 유사한 흔적이라고 한다.2 와우신경은 신경절이 와우관에
근접하여 와우관의 회전 형태를 따라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절 이
전의 말초신경 부위는 매우 짧고 신경절 이후는 치밀하게 새끼줄을 꼬아놓
은 듯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와우신경은 전정신경절의 내측을 지나 뇌간
으로 향하는데, 이 신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경절과 뇌간을 연결하는지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발생 초기에는 신경의 형태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전장에 걸쳐서 신경 줄기가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
해 Str eeter (1906)는 발생 초기의 와우신경은 나선신경절의 원기와 뇌간을
연결하는 신경절 세포주(column of ganglion cells ) 형태로 있다가 어느 순
간에 이들이 섬유아세포로 변화하여 초기 신경 줄기를 만든다는 가설로써
설명하기도 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청안면신경절에서 먼저 안면신경의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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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나타나 전정와우신경부의 전외측으로 주행하는 것이 관찰된 후 발생
15기 이후부터 막성미로와 신경절 사이의 신경 연결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발생 21기 경에는 상, 하 전정신경절에서 미로로 연결되는 신경이 어느 정
도 구분이 되어 보였다. 그러나, 배자의 단면을 보는 본 연구의 특성 상 각
각의 신경들이 미로의 어느 곳으로 유입되는지는 끝까지 추적하기 어려웠으
며, 와우신경의 경우도 대략의 분포나 형태는 알 수 있었지만 전정신경과
뚜렷이 구분하여 나선형의 신경 줄기 모양을 제대로 유추해내기는 어려웠
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형태학적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식적인 조직관찰 방법 뿐 아니라 각 연속절편의 절단면
들을 합성하여 입체적인 모양을 재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작업이 추가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17

최근 분자생물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모든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구기법의 향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사실들이 기존의 지식들을 근간으로 하거나 기존 지식을 부인하면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발생학 분야에서도 이런 연구기법을
이용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귀에 관련해서는 주로 발생 초기의
이판이나 이소포, 주변의 중배엽 세포들, 신경 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보고
가 많은 편이다. 앞서 논의된 막성미로의 말단 감각기 세포와 이곳에 연접
하는 신경세포의 발생에 따른 인과관계에 대하여 Van de W ater (1988)는 신
경 연접이 감각기 세포의 발생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in vitr o에
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말단 감각기로부터 모종의 세포외 기질 분자
(extracellular m atrix molecules )를 매개로 하는 attr actant field가 감각기
주변에 형성되고 이것이 각 감각기와 특정하게 짝이 되는 신경세포의 수
상돌기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된다고 하여 기존 지식과는 다소 상이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1 8 이와 연관된 연구로서 F rit zsch (1999) 등은 전정
와우 신경의 구심성 감각세포들이 세포분열을 할 때 이소포에 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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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tr ophin인

BDNF (brain - derived

neur otr ophic

factor )와

NT - 3

(neur otr ophin 3) 및 이들에 대한 수용체인 trkB, trkC 등이 막성미로로 연
결되는 신경원세포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돌연변이 연구를
통해 밝혀냈으며, BDNF는 특히 반규관과 난형낭, 구형낭의 감각신경에,
NT - 3는 특히 와우에 연결되는 감각신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분자생물학
적 연구로 추론해낸 바 있다.19 또한 Hemond 등은(1991) 닭의 배자를 이용
하여 이판과 이소포의 세포와 기저막 등에 대해 면역세포화학적 염색을 해
서 전정와우신경절 형성에 이판 주변과 이소포의 일부 특화된 세포들이 어
떻게 관여하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이판을 둘러싸는 상피가 이루는 융기인
otic crest의 개념을 처음 기술하면서 이것의 문측 세포들이 청안면신경절의
원기와 같이 이동하여 이소포에서 이동하는 세포들과 같이 신경절 형성에
참여한다고 했으며, 이소포로부터 신경절로 세포가 이동하는 기전은 이소포
기저막에 먼저 형성되는 구멍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소포 벽 세포들 자체의
내인성 기전에 의해 기저막의 fibr onectin이나 laminin을 밀어내고 세포의
돌기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2 0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외국의 자료만을 가지고 이해했던 전정와우신경
의 발생과정을 한국인의 배자를 이용해 발생기 별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
며, 비록 외국인의 배자 연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어 새로운 사실
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한국인의 귀 발생을 연구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이 연구는 단순히 연속절편을 제작하여 한가지 염색법으로 형태를 확인
하는데 그쳐 사실상 신경세포들을 세밀하게 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
하며, protagol silver와 같이 신경섬유를 잘 볼 수 있는 염색법도 병용했었
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또한 앞서도 기술했지만, 배자를 일률적으로 횡절
단 하여 관찰함으로써 다양한 축을 가지고 발생하는 내이와 전정와우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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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w ax plate를 이용한 2차원
적인 재구성 방법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적 재구성을 병용한다면 연구
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형태 연구
를 넘어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를 더 진행한다면 전정와우신경 및 관련 기관
에 발생하는 질환의 기전, 병태생리, 치료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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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한국인 배자에서 전정와우신경의 초기 발생을 카네기 발생기 별로 관찰
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수집되어 있는 배자 31례를
발생기에 따라 분류한 뒤 조직절편을 만들어 귀 발생 부위를 중심으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각 발생기 안에 분류된 2- 3개의 배자들은 조
직학적으로도 비슷한 발생 진행을 보여, 비록 관찰한 배자들의 수는 적지만
카네기 발생기가 비교적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을 알 수 있었다. 전정와우신
경의 발생에는 청안면신경절과 이소포의 세포들이 모두 관여함을 알 수는
있었지만 어느 세포들이 주가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전정와우신경 및 신
경절들의 발생은 대체로 막성미로의 발생 과정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었으
며, 배자기 초기보다는 말기로 갈수록 형성과 성장의 속도가 빨라졌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 배자에서 전정와우신경의 발생은 외국의 기존 연구와
일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자기 말인 23기 경에는 신경들의 모양이나 상호 관계 등은
성인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말단 감각기인 반규관의 팽대부나 코티
기관(organ of Corti)의 형태는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향
후 더욱 많은 배자를 확보하여 관찰함으로써 한국인의 귀 발생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
해서는 전정와우신경을 더욱 잘 관찰하기 위한 염색법이나 조직절편 제작
방법의 고안, 입체적 재구성 방법, 분자생물학 적인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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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 ra ct

T he e arly dev elopm ent of th e v e s tibuloc ochle ar n erv e
in hum an em bry o

Cha ng Hy un Cho

D ep artm ent of M ed icine
T he Graduate S chool, Y ons ei Univers ity

(Dir ected by Pr ofessor Won - Sang Lee)

T his study att empted to r ev eal the early dev elopm ent pr ocess of the
v estibulocochlear nerv e(VCN ), which has not been studied in Kor ean
embryos . 31 normal Korean embryos w er e u sed and according to the
Carnegie ' s dev elopmental staging method, the embryos in each stage
con sisted of a group so that all 15 groups w ere composed fr om st age 9
to stage 23. Each embryo w as serially sectioned and light micr oscope
w as used to observ e the section s focusing to the

VCN and inner ear

dev elopment . T he acou sticofacial ganglion and cells of otocy st ' s w all
w ere involved to make the VCN and the trunk of the facial nerv e w as
dev eloped fr om the r emaining part of the acou sticofacial ganglion . T he
ganglion m ass w as divided into superior and inferior part s from stage 15
and the cochlear part of ganglion w as pr esumably originated from
- 29 -

inferior part of ganglion from stage 17. T he cour se of preganglionic
fiber s of the vestibular nerve w as clearly ob serv ed at stage 21 and the
trunk of postganglionic fiber s w as ob serv ed running medial t o the
v estibular ganglion s . T he internal auditory meatu s shaped at stage 22
and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VCN and facial nerve w as simillar to
the adult form at stage 23. T he end sen sory organ s of labyrinth , such as
cupula, macula and or gan of Corti did not fully developed until the end
of the embryonic period.
In this study , the early dev elopment of VCN in Korean embryos w as
r evealed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for eign liter atur e. Further studies
ar e expected to obtain bett er r esult s u sing m or e embry os , special neural
tissue staining methods, and three dim en sional image r econstruction
techniques .

K ey W ords : normal human embryo, vestibulocochlear nerve, Carnegi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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