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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Early diagnosis and proper treatment of temporal bone fractures after an
accident may be recommended.
Methods : Forty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a temporal bone fracture among patients
who visited Uijeongbu St. Mary’s Hospital Regional Emergency Center were analyzed. Age
and sex, cause of the accident, time delay to otolaryngology referral, accompanying diseases,
treatment in the intensive care unit, whether or not cranial injuries and cerebral decompression
were performed. Radiologic evaluation for the features of temporal bone fracture line was done.
Fracture lines were classified from type I to type IV according to the regional involvement.
Patient symptoms, hearing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facial paralysis were also analyzed.
Results : Traffic accidents and crashes were the main causes of accidents, and driver
accidents and pedestrian accidents were among traffic accidents. The accompanying
traumatic region was followed by the skullbase, extremities, face, chest and abdomen. In the
regional evaluation of the fracture line on temporal bone, the number of cases of Type I-IV
was 9, 19, 40, and 15 each. The mean air conduction of pure tone audiometry of trauma ear
was 20.7 dB more decreased than healthy ear. The mean gap of air-bone conduction was
16.2 dB. The cases of facial paralysis were 5. The cases of House-Brackmann grading score
(HBGS) II were 3 and HBGS III were 2.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proper inform patients of symptom and complications that
may occur after a fracture of the temporal bone and prepare for proper surg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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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기간, 두개저 손상과 대뇌 감압술 시행 여부, 측두골 골절선의 특
징, 환자의 증상, 고막 및 외이도 이상 소견, 환측의 청력과 안면마

두부외상에서 발생하는 측두골 골절은 18%-40%에서 발생하고,
4%-30%에서는 두개저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비의 발생 유무를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과거 중이염의 기왕
력이나 측두골의 외상 및 수술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두부외상으로 인해 환자가 응급실이나 외상센터로 이송되었을 때

청력은 양측에서 순음청력검사(6분법: 500, 1,000×2, 2,000×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측두골 골절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뇌

2, 4,000)를 이용하여 기도와 골도청력을 측정하였으며 환측 및 건

출혈 등 대뇌합병증이 동반되어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거

측의 비교와 기-골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안면마비의 정도는 이학

나 급한 수술적 처치로 인해 측두골 골절은 치료 순위에서 후순위

적 검사를 통해 House-Brackmann grading score (HBGS)를 이

가 되는 경향이 있다.

용하여 평가하였다.

측두골 골절은 난청과 이명의 청각학적 증상과 현훈의 전정증상,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영상에서 골절선

심한 경우 안면마비로 진행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을 통한 분석으로는 이낭을 침범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낭이 보존된

사고 이후 진단서 작성과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재활이 필요할 수

경우 골절선의 위치를 지역별로 나누어(type I, 골절선의 추체부 침

있어 조기에 환자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합병증의 가능성을 설명하

범; type II, 골절선의 중이강 침범; type III, 골절선의 유양동침범;

고 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type IV, 골절선의 외이도 침범)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에 내원하거
나 전원되어 측두골 골절로 진단된 환자에 있어 동반된 타과적 질

▒ RESULTS

환을 분석하고 측두골 골절의 영상의학적 분석, 청각 및 전정 증상
과 안면마비 등의 합병증을 분석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9세부터 84세로 평균 47세였으며 남자 33명, 여
자 7명이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21예, 추락 19예였으며 교통사고

▒ METHODS

중 자동차 운전자 혹은 동승자 사고 5예, 이륜차 운전 중 사고 12
예, 보행자 사고가 4예였다(Fig. 1).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센터

외상센터 내원에서부터 이비인후과 의뢰까지 걸린 시간은 사고

를 내원한 환자 중 측두골 골절로 진단되어 의뢰된 환자 40명을 대

당일부터 11일까지였고 평균 3일이었다. 동반된 타과적 질환으로

상으로 분석하였다.

측두골을 제외한 두개저, 두개골 및 뇌실의 손상을 포함한 대뇌질

환자의 연령과 성별, 사고의 원인, 외상센터에서부터 이비인후과

환, 안면부 질환, 흉부질환, 복부질환과 사지질환으로 나누어 구분

의뢰까지 걸린 시간, 동반된 타과적 질환, 중환자실 입실 여부 및
Fig. 2
Fig. 1

Traffic accidents and crashes were the main causes of accidents, and driver
accidents and pedestrian accidents were among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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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ompanying traumatic region was followed by the skullbase, extremities,
face, chest, and abdomen.

하였다. 대뇌 37예, 안면부 18예, 흉부 16예, 복부 5예, 사지 18예

손상부위를 놓칠 수 있어 세밀한 진찰이 요구되며 뇌출혈 감압술

로 대뇌와 안면을 포함한 두부 손상이 가장 많았고 흉부와 사지, 복

등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수술적 처치를 시행한다. 뇌

부 순이었다(Fig. 2).

기저부 골절과 혈관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

이 중 측두골 단독 골절은 2예였고 2개부위 7예, 3개부위 손상은

혈, 뇌진탕과 외전신경(VI), 설인신경(IX), 척수부신경(XI)의 손상

9예, 4개부위 손상은 9예, 5개부위 손상은 4예와 6개부위 손상은 2

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치료 및 집중 치료가 필요

예였다(Fig. 3).

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3,4]

중환자실 입실한 환자는 27명이었고 입원기간은 2일에서 40일,

측두골 골절에 대한 의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로 타과적 응

평균 기간은 12일이었다. 두개저 손상을 받은 환자는 37예였고 그

급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실 이후, 외이의 혈루 소견 이후, 안면마비

중 대뇌 감압술 시행한 환자는 2명이었다. 측두골 골절의 위치는

등의 환자의 증상 발현 된 후 의뢰되거나 의뢰가 지연되는 경우가

우측이 18예, 좌측이 15예였고 양측 골절은 7예였다. 골절선을 통

많아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한 분석으로는 이낭을 침범한 경우가 1예였고 나머지는 모두 이낭

본 연구에서 사고의 원인 중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비중

이 보존되었다. 이낭이 보존된 경우 골절선의 위치를 지역별로 나

이 높게 나와 특히 두부 보호를 위해 안전모의 착용이 필수적이라

누어(Fig. 4) 분석한 결과 type I이 9예, type II가 19예, type III가

고 생각된다. 동반 수상부의 위치는 두개 외에 안면 등 두개 주변부

40예, type IV가 15예였다.

와 추락 시 사지의 접촉으로 인한 사지골절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

환자의 증상으로는 난청 21예, 어지러움 8예였으며 고막소견으
로 혈고실 소견을 보인 경우가 16예, 외이도 골절로 협착을 보인 경

며 동반 수상에 대한 처치를 위해 응급 진료 시 철저한 검진이 요구
된다.

우가 4예였다.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환측의 기도청력의 평균과 표

측두골 골절로 인한 청각학적 증상으로는 충격으로 인한 감각신

준편차는 43.1±22.2 dB, 골도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6.9±

경성 난청, 혈괴나 이소골 손상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이 두 가지

20.5 dB이고 건측에 비해 기도청력은 20.7 dB 저하되었고 기-골

가 혼합된 혼합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5]

도의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6.2±20.5 dB이었다(Fig. 5).
이학적 검사상 안면마비가 발생한 경우는 5예로 HBGS로 분석한
결과 HBGS II 3예, HBGS IV 2예였다.

전정 증상으로 전정신경의 손상으로 어지러움이나 이석증으
로 인한 양성 발작성 돌발성 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면신경관의 골절과 안면신
경의 부종으로 즉각적 혹은 지연성 안면마비가 동반될 수 있다.

▒ DISCUSSION

측두골 골절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는 고해상도
측두골 CT (high resolution temporal bone CT)로 골절선의 위치

두부 외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의식과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하

와 방향, 주요구조물의 침범 부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측

고 뇌신경기능의 손상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의식이 혼미한 경우

두골의 골절선은 정상 봉합선, 안면신경관의 유양동 부분과 혼동될

Fig. 3

수 있고 출혈로 인한 연부조직 음영으로 골절선의 음영이 가려질
수 있고 사고에 따른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영상의학
과 전문의의 정확한 판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측두골 골절은 1926년 Ulrich에 의하여 종골절(longitudinal
fracture)과 횡골절(transverse fracture)로 최초로 분류된 후 혼합
골절(mixed fracture/oblique fracture)까지 사용되고 있지만[4,7]
골절선의 방향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 증
상의 발현과 예후와 관련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낭 침범형(otic
capsule-violating)과 이낭 보존형(otic capsule-sparing) 골절
을 추가하여 사용하고있다.[8-10] 저자들은 과거 연구에서[11] 이
낭이 보존된 측두골 골절의 경우에도 기존의 CT에서 관찰되지 않

The number of additional damaged part including temporal bone area.

는 골절선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CT 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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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anar reconstruction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지

였다. 추체부 침범에서 안면마비의 호발은 해부학적 특성상 안면신

역별로 type을 나누어 골절선의 위치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12]

경의 슬상절, 미로분절 등 안면신경관의 직경이 좁아 부종에 취약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골절선을 분류하였다. 골절선의 분류

한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추정할 수 있다. 안면마비와 발생시기

는 환자의 난청, 어지러움, 외이도 협착 및 안면마비와의 임상적 관

는 즉시성 마비(immediate palsy)와 지연성 마비(delayed palsy)로

련성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골절선을 통한 분석에서 유

분류하며 그 구분 시점은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

양동을 침범한 경우가 40예로 제일 많았고 중이강까지 침범한 경우

우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면 즉시성 안면마비로 분류하고 그 이후에

19예, 외이도를 침범한 경우 15예 순이었다. 특히 중이강을 침범한

발생하면 지연성 안면마비로 구분한다.[15] 안면신경마비의 발생시

경우 이소골 골절 여부를 추가로 분석하여야 한다.

기는 예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지만 두부외상

청력 감소는 측두골 골절환자에서 즉각적, 혹은 지연성으로 나타

후 발생한 신경외과적인 문제를 안면신경마비보다 우선적으로 접

날 수 있으며 26%-75%는 전음성 난청, 14%-23%는 감각신경성

근해야 하는 경우 평가가 지연되거나 기관삽관으로 안면부의 정확

난청, 20%-55%는 혼합성 난청의 형태이다.[2,5,13] 감각신경성

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안면마비 발생의 정확한 시기 구분은 어

난청은 와우의 직접적 침범이 없어도 뇌진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려움이 있다.

있다.[14]

저자의 과거 연구에서 이낭을 침범하지 않은 HBGS IV 이하의

본 증례의 대부분은 이낭이 보존된 경우로 청력의 감소는 혈고

Fig. 5

실, 외이도 협착 등의 전음기전의 손상으로 인한 난청과 뇌진탕으
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측두골 외상 후 상태가 호전되면 조기에 청력 상태를 측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측두골의 혈괴가 소실된 3-6주 후에 추가
적인 평가를 하고 난청에 대한 분석과 이소골 성형술이나 고막성형
술의 추가적 조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중이강 내에 혈괴가 소실
되면 전음 기전의 회복으로 기도 청력이 호전되는 소견을 보이게
된다.[12]
안면신경마비는 측두골의 횡골절, 이낭침범을 한 골절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type I 골절처럼 추체부를 침범한 골절
에서 호발한다. Ishman과 Friedland [9]는 155예의 측두골 골절은
분석하여 추체부를 침범한 환자의 30.8%에서 안면마비를 보고하

Audiology results of trauma ear.
AC: air conduction, TE: trauma ear, BC: bone conduction, A-B Gap: air-bone
gap, AG: air conduction gap, HE: healthy ear.

Fig. 4
A

B

C

Regional evaluation of the fracture line on temporal bone computed tomography in a single case.
Type I: fracture line violates the petrous bone (arrowhead in A), type II: fracture line extends to the middle-ear cavity (thin arrow in B), type III: fracture line is in the mastoid
cavity (thick arrow in C); type IV: fracture line violates the external auditory canal (dotted arrow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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