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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bodies in external auditory canal (EAC) are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
encountered in the emergency or outpatient department by otorhinolaryngologist. Patients
present to the clinic with different type foreign bodies, ranging from small beads to living
insects. They could lead to various complications, such as abrasion of EAC, otitis externa and
tympanic membrane perfo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remove the foreign
body while minimizing the damage of the surrounding structure. Here we present a case
of foreign body found in EAC, initially misdiagnosed as hemorrhagic mass, which was later
identified as Haemaphysalis longicornis Neumann, known as Asian long horned tick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Reporting this case, we want to discuss about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type of foreign bodies and about the tick-borne disease we have to consider when
encounter the insects in 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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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찰되지 않았다. 내시경 검사상 우측 외이도 전체를 채우고 있는 암
갈색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고막은 관찰되지 않았다. 컴퓨터 단층

외이도 이물은 이비인후과 진료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촬영검사상 1 cm × 0.6 cm 크기의 둥그런 연부조직 음영이 우측

다.[1-3] 외이도 이물은 크게 돌, 구슬, 면봉과 같은 무기물과 씨

외이도에서 관찰되었다. 이소골 및 내이, 중이에서 이상 소견은 관

앗, 곤충과 같은 유기물로 나눌 수 있다.[1] 외이도 이물은 종류와

찰되지 않았다(Fig. 1).

크기에 따라 무증상일 수도 있고 이 충만감, 압박감, 전음성 난청을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에서 내시경적 접근을 시도하였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곤충과 같은 생물체는 외이도 내에서 움직

며, 우측 외이도 내 표면이 매끄러운 암갈색 종괴를 확인하였다. 종

이기 때문에 환자가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다.[2,4]

괴 중앙 부분을 뚫고 나오는 실 모양에서 다량의 움직임이 관찰되

외이도 이물은 외이도 미란, 열상 및 출혈에 이어 외이도염을 유발

었으며(Fig. 2), 이물로 추정되는 종괴 전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였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막 천공, 중이 내부까지 영향을 주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이 충만감 등 모호한 증

Fig. 2

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서 자세한 문진 및 현미경을 통한 이
학적 검사로 외이도 이물을 확인하고 종류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3] 작은 무생물의 경우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이
물이 크거나 곤충 등 생물체의 경우 외이도 손상 및 2차 감염 가능
성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2] 본 증례는 이물
삽입력 없이 지속되는 이 충만감으로 내원한 개인병원에서 외이도
혈종으로 본원에 의뢰되어 수술 중 외이도 이물로 진단되었고, 제
거 후 작은소참진드기로 확인된 1예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 CASE REPORT
66세 여자 환자, 특이 과거 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 3일 전부터 발
생한 우측 이 충만감을 주소로 타 병원 내원한 뒤 외이도 혈종 의심
하에 본원에 진료 의뢰되었다. 이 충만감 이외 호소하는 특이 증상
은 없었으며, 혈액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관

Otoscopic image a black-color shiny round mass filled in the external auditory
canal. The thread-like material (arrow) protruding from the center of mass. The
mass and thread-like material were identified with the body and legs of the insect.

Fig. 1
A

B

Temporal bone computed tomography
shows 1 cm × 0.6 cm sized round
shape soft tissue density (arrows) in
the right external auditory canal in the
axial (A) and coronal (B)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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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괴와 실 모양의 물체는 곤충의 몸통과 다리들로 확인되었다.

(Haemaphysalis longicornis Neumann)로 확인되었고 중증열성

제거 후 외이도 내 남아있는 이물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외이

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도 세척 후 수술을 마무리하였다. 이물 제거 후 고막 천공은 관찰되

syndrome virus, SFTSV) 유전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추

지 않았으며, 외이도의 발적, 부종, 소량의 출혈이 관찰되었다(Fig.

가적인 문진 결과, 환자의 거주지는 경기도 북부 지역이었으며 최

3). 제거한 이물에서 소실된 구조물 없이 원형이 완전한 채로 제거

근 키우던 개의 진드기를 다량 잡아준 기왕력이 있었다. 수술 후 환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찰한 결과 살아있는 진드기가 의심되었다

자에게 발열 등 특이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Fig. 4).

감소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외래 추적관찰을 종료하였다.

추가적인 평가 및 중이 내 손상 감별하기 위해 수술 후 청력검사
를 진행하였으며, 청력 저하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드기 매개 질환

▒ DISCUSSION

가능성으로 감염내과 진료 연결 및 질병관리 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에 외이도에서 제거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

검체를 보내 동정 및 병원체 확인을 의뢰하였으며, 작은소참진드기

개하여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는 참진드기과에 속하
는 한 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 널리

Fig. 3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에 가장 널리 분포하
고 있는 종류 중의 하나이다.[5] 유충, 약충, 성충 모두 흡혈이 가능
하며 한 번 흡혈하면 숙주에서 떨어졌다가 다른 숙주에 붙어 다시
흡혈이 가능하다. 숙주의 체표면에 달라붙어 흡혈하는 과정에서 타
액을 숙주 체내에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보유한 바이러스를 전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숙주 동물로는 주로 소, 말, 개, 고
양이, 사람 등 포유류 및 파충류 등이 있고,[5] 따라서 이 작은소참
진드기는 야생동물 서식이 가능한 목장, 숲, 산림에 많이 분포하고

After endoscopic foreign body removal, tympanic membrane (arrow) was not
perforated. The bleeding (arrowhead) was observed in the skin of right external
auditory canal.

있다.[7] 보통 크기는 길이 2.0-2.6 mm, 너비 1.5-1.8 mm에 적
갈색을 띠고, 흡혈할 경우 약 1 cm까지 부풀어 오르며 혈액 색이
비치면서 암갈색을 띠게 된다.[5]

Fig. 4
A

B

The picture of tick removed from external auditory canal identified as Haemaphysalis longicornis shows the length
about 1.0 cm in ventral (A, C) and dorsal (B, D) view. The multiple legs and mouthparts (capitulum, arrows) were
observ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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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매개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쯔쯔가무시병과 중증열성혈

드기를 제거할 수 있었으며 제거 후 충분한 세척을 시행하였다. 본

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증례와 같이 흡혈하는 진드기가 의심되는 경우, 내원 당시 환자에

SFTS) 등이 있다.[7,8] SFTS의 감염 경로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

게 특이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진드기 매개 질환에 대

하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가 매개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잠복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임상적 증상

다.[4,7]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4-15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고열,

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추적관찰 동안 외이도뿐만 아니라 혈청

피로감, 두통, 근육통, 복통, 구토, 설사, 기침 등 비특이적인 증상

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들이 나타나며, 동반된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 림프절 비대,

이번 증례는 외이도 혈종으로 의뢰되어 내원한 환자에서 제거 과

위장관 출혈 등의 징후가 특징이다.[6,8] 전신적으로 심한 혈소판

정 중 작은소참진드기로 밝혀진 드문 경우를 체험하였기에 이에 대

감소증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한 임상적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있다.[6,8] 따라서 일반적으로 살인진드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참진
드기 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개체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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