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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on cause of deep neck infection is an oral cavity problem. However, other
causes should be excluded, such as chronic otitis media. We report a 41-year-old male
with cholesteatoma complicated by chronic otitis media, lateral sinus thrombosis (LST),
thrombophlebitis of the ipsilateral internal jugular vein and deep neck infection. This spread
route was associated with the direction of gravity along the adjacent blood vessels. Here
we describe in detail the origin and the extent of the diseases with thin-slice computed
tomography scans, magnetic resonance images, and intraoperative findings. The findings
included deep neck infection shown with multiple abscess pockets, and we concluded that
otogenic LST caused by chronic otitis media and resulting segmental mural lysis of the infected
internal jugular vein to b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deep neck abscess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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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고하는 바이다.

▒ CASE REPORT

광범위 항생제의 발달과 영상검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이염의
두개내 합병증이나 심경부 감염과 같은 중증의 염증성 질환의 발
생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만약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

41세 남자 환자가 1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좌측 귀에서 농성 이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심경부 감염은 확

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나 특별히 치료받지 않고 지내다가, 5

실한 원발병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치성감염, 급성편

일 전부터 좌측 이통, 이루 및 동측 경부의 종창이 발생하여 내원

도선염, 편도 주위 농양, 경부임파선염, 타액선염 등에 의한 염증이

하였다. 가족력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과거력상 약 5년 전부

경부근막강 내로 파급되어 농양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터 조현병(schizophrenia)으로 치료 중이었다. 신체 검진에서 좌

이성 측정맥동 혈전증이 경부로 파급되어 심경부 감염이 발생한 증

측 외이도에 이루가 고여있었으며 고막은 상고실 부위의 팽륜 소

례보고는 해외 문헌에서 1예가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이

견이 관찰되었고, 좌측 편도 주위와 하인두부의 팽윤이 보였다. 내

없다.[1]

원 당시 39.5℃까지 오르는 발열과 오한의 증상을 보였다. 혈액 검

측정동맥동 혈전증은 만성중이염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중이

사에서 백혈구 17,100/mm2 (중성구 76%)로 증가되었으며, 혈소

염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이래로 유병률은 현저히 감소하였

판 수치가 40,000/mm2으로 감소되었고, aPTT (activated partial

다.[2] Shambaugh와 Glasscock [3]은 측정맥동 혈전증의 병태생

thromboplastin time)는 48.8초로 연장되어 패혈증의 초기 증상

리를 기술하였는데, 중이강의 감염이 유양동 내의 측정맥동으로 파

을 보였으며, 적혈구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는

급되기 용이한 위치이며, 감염으로 혈전이 발생 시 주변의 대뇌 정

13 mm/hr로 정상 범위이나 C-reactive protein은 196.95 mg/

맥동과 내경정맥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L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fibronogen 316 mg/dL, D-dimer 271

저자들은 진주종성 만성중이염에서 속발된 이성 측정맥동 혈전

ng/mL, anththrombin III는 58%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는 의심

증이 내경정맥을 따라 경부근막강 내로 파급되어 다발성의 농양 주

되지 않았다. 혈액배양 검사에서는 Proteus vulgaris 가 동정되

머니를 형성하는 심경부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치험하였기에 보

었고 ampicillin, cefazolin에 내성을 보였으며, 이루에 대한 미생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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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enhanced computed tomography scan revealed several abnormalities. There
were filling defect within left-sided sigmoid sinus extended into the left internal jugular
vein (A, B) (arrow), inverted Y-shaped, large abscess formation at left retropharyngeal
space and left perispinal space extended into left skull base around jugular foramen
(C, D) (arrowheads), and soft tissue densities at left middle ear, mastoid antrum, and
mastoid air cells. There were shown soft tissue density in the left side middle ear
cavity, mastoid cavity at temporal bone computed tomography scan, that suggests
chronic otitis media with cholesteatoma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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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배양검사 결과는 Escherichia coli 가 동정되었으며, ampicillin,

량의 농양이 배농되었으며, 상고실 일부에서는 진주종이 관찰되었

ciprofloxacin에 대한 내성이 확인되었다.

다. S자 정맥동을 20 게이지 바늘로 천자 흡입하였으나 1-2 cc의

경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해본 결과 좌측 유양돌기 안쪽 피질
에서 국소적인 뼈 파괴가 의심되고, 인접 S자 정맥동의 경막외 공

농양만 배출되어, 정맥동을 개방하여 선홍색의 혈액이 나올 때까지
감염된 혈전을 제거하였다(Fig. 3).

간과 정맥 내에 공기 방울이 관찰되었으며, 조영제 투여 후에도 충

수술 직후에는 혼미한 의식상태와 39.0℃의 발열이 지속되어 중

만결손(filling defect)을 보이는 빈델타징후(empty delta sign)가

환자실에서 관찰하였으며, 수술 후 2병일까지 환자는 38.5℃의 발

관찰되어서 측정맥동에 발생한 혈전을 의심할 수 있었다.[4,5] 또한

열이 지속되었고 혈소판도 86,000/mm2으로 크게 증가되지 않은

좌측 경정맥공 주변에 농양주머니들이 관찰되었고 이 농양주머니

패혈증의 초기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3병일째부터 37℃의 미열로

가 좌측 후인두 공간과 척추 주위 공간을 따라 역Y자 모양으로 연

감소하였고 혈소판은 226,000/mm2으로 검사실 소견의 회복을 보

장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Fig. 1A-1C).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

였으며, 10병일째 모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수술 후 1개

에서 중이강, 유양동, 유양돌기 함기 세포에 연부조직 음영이 보였

월 뒤 경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이전에 보였던 경부

고, 일부에서 공기-액체층(air-fluid level)이 나타났으나 골미란은

농양 소견은 완전히 호전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수술 후

경미하였다(Fig. 1E-1F). 측두골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컴퓨터 단

5개월까지 추적 관찰 시 특별한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다.

층촬영에서 관찰되었던 소견 외 뇌수막염 소견을 의심할 만하였으
나, 뇌농양은 보이지 않았다(Fig. 2).

Fig. 3

환자는 만성중이염으로 속발된 이성 측정맥동 혈전증이 내경정
맥을 따라 경부근막강으로 파급되어 다발성의 농양 주머니를 형
성한 심경부 감염으로 진단되었고, 패혈증의 검사실 소견을 보이
고 있었으므로 응급으로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으며 동시에 수
액 공급 및 항생제를 정맥 투여하였다. 항생제는 3세대 세파인
ceftriaxone 2.0 g, metronidazole 1,500 mg, amikacin 750 mg
을 정맥 투여하였다. 경부 농양에 대하여는 절개 배농을 실시하고
측정맥동 혈전증에 대하여는 개방형 유양돌기 절제술을 통한 측정
맥동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상 경부 농양을 절개 배
농할 당시 약 9-10 cc 가량의 농양이 배출되었으며, 이때 내경정맥
결찰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좌측 유양동의 함기 세포 내에서 다

Intraoperative finding demonstrates the thrombophlebitis in left sigmoid sinus
(asterisk).

Fig. 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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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bo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findings.
Sigmoid sinus thrombosis has been
shown low signal intensity on T1weighted imaging (A) and higher
signal intensity on T2-weighted
imaging (B). There is no evidence of
encephalitis or brain abscess.

▒ DISCUSSION

으므로 진단 시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돌리늄 조영
증강 자기공명영상 또한 정맥 내부 혈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

중이염의 합병증은 두개내 합병증, 측두골내 합병증, 두개외 합

다.[4]

병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두개내 합병증으로는 경막외농양, 횡

일반적으로 penicillin 또는 cephalosporin 계통과 더불어 혐기성

정맥동염 및 혈전증, 경막하농양, 뇌막염, 뇌농양, 이성수두증 등이

세균 감염에 효과적인 clindamycin과 metronidazole을 병합하여

있다.[6] 중이의 염증이 두개내로 전파되는 경로는 직접 확산, 혈

치료하는 것이 좋다.[13,14] 급성중이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유양

전성정맥염에 의한 전파, 혈행성 전파 등 세 가지 경로 중 어떤 경

돌기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진주종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병

로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측정맥동 혈전증은 주로 골파괴 또는 혈

변의 범위에 따라 근치적 또는 변형 근치적 유양돌기절제술을 시행

관을 따라 침투하는 직접 경로로 발생한다.[7] 내경정맥에는 혈전

할 수 있다.[15] 이차적인 농양이 생길 경우 농양 안으로 항생제가

증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편이나, 항생제의 출현 이전에는 경부 감

접근하기 어려워서 항생제에 반응하는 속도는 더딘 편으로, 부인두

염의 합병증으로 발생되었고, 이는 대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

공간이나 편도 주위 등의 배농이 가능한 공간에 농양이 생길 경우

다.[8] 내경정맥의 혈전정맥염의 병인은 정상 혈류 장애, 혈관내

수술적 배농이 필요하다.[16,17] 내경정맥 혈전정맥염에 대하여는

피 손상, 혈액의 과응고력(Virchow’s triad) 등과 연관이 있다고 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며, 필요 시 배농 등의 수술적 치료 등을 시

다.[9] 내경정맥의 혈전정맥염의 원인으로는 경부 감염이 가장 많

행하며, 항응고제의 사용에는 아직 논란이 있다.[14] 내경정맥 결찰

다고 하며 이런 경부 감염들이 림프계, 편도 정맥, 또는 직접적으로

은 폐혈전색전증, 균혈증, 심경부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서 고려할

경부의 포상조직을 통해 내경정맥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수 있다.[18]

한 중이염, 이하선염, 유양돌기염으로 내경정맥의 혈전정맥염을 유

심경부 농양이 발생한 경우에 치성 감염, 급성편도선염, 편도 주

발할 수 있다고 한다.[9,10] 국내에서는 Kim 등[11]이 만성진주종

위 농양, 경부임파선염, 타액선염 등의 흔한 부위에서 감염원을 찾

성 중이염에 의한 횡정맥동 및 내경정맥 혈전증을 보고한 바 있다.

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

내경정맥의 혈전정맥염 발생 시 이로 인한 심경부 감염이 발생할

른 감염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과적 증상과 진찰을 통하여

수 있어 조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지연 시 두개내 합병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확인된 원인 불명의 심경부 감염 환자에서는

증과 전신 합병증으로 인한 치명률이 상승하게 된다.

Bezold 농양이나 측정맥동 혈전증 등이 발생하여 심경부 감염으로

측정맥동 혈전증의 증상과 징후로는 반복되는 고열(‘picket

진행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19] 본 증례

fence’패턴), 두통, 경부 통증, 빈혈, 후두부 부종이 있다.[12] 조

에서는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이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행된 이후 합

영증강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혈관 내 충만결손인‘empty delta

병증으로 측정맥동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혈전이 측정맥동의 아래

sign’
이 발견될 경우 측정맥동 내부의 혈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

에 위치한 내경정맥으로 파급되어 내경정맥의 혈전정맥염을 유발

Fig. 4
A

B

Postoperative (1 month later) neck
computed tomography finding. Axial
view show complete regression
of abscess in left skul base,
retropharyngeal space, and paraspinal
spac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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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를 따라 염증이 경부근막강으로 파급되어 심경부 감염
을 유발한 경우로 생각된다.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이러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여
야 할 것이다.

9. Lee JW, Choi IK, Kim DJ, Park JH. A case of internal jugular vein thromb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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