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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rmoid cyst is a benign congenital cyst that is composed of squamous epithelium and skin
appendages. This tumor is uncommon among pediatric patients, and its middle ear cavity
involvement is infrequent. An 11-month-old male visited the clinic with a history of recurrent
acute otitis media. A whitish mass filling the middle ear cavity was identified from the otoscopic
examination. Computed tomography of the temporal bone showed the soft tissue mass similar
to congenital cholesteatoma. Mastoidectomy was performed, and histologically the mass was
confirmed as a dermoid cyst. Only a few cases of dermoid cysts in the middle ear cavity
were reported in Korea and international cases. Although the timing of growth and its clinical
manifestation differed, most cases presented pathologic patterns leading to surgical removal
of the dermoid cyst. This paper provides the clinical and surgical courses of the case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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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전반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편이다. 두경부 내에서 발생하는 소아
유피낭종 중 약 1%-10%가량이 측두골에서 발견된다.[3-5] 이 중

유피낭종(dermoid tumor)은 발생 초기과정에서 외배엽 일부

중이강 내에서 발생하는 유피낭종의 비율은 극히 드물어 현재까지

가 신경관으로부터 고립되어 발생하는 선천성 양성 종양으로 함입

전 세계적으로 약 17건만 확인된 바 있다.[6] 최근 저자들은 선천성

낭종(inclusion cyst)의 일종이다.[1] 겉을 감싸는 중층의 편평상피

진주종 치료를 위해 수술을 진행하던 중 중이강 내 유피낭종을 발

(squamous epithelium)와 피부부속기(모낭, 한선, 피지선, 평활

견하였으며, 이를 절제하고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기에 문헌 고찰을

근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학적으로는 피부부속기를 가진다는

통해 증례를 보고한다.

점에서 편평상피로만 구성되는 표피양낭종(epidermoid cyst)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유피낭종은 모낭, 피지선 등으로부터 분비된 피

▒ CASE REPORT

지 분비물 및 케라틴 부유물이 내부에 축적되며 천천히 크기가 증
가한다.[2]

본 증례의 환자는 11개월 남아로서 임신 주수 32주 5일에 2.81

측두골 내 유피낭종의 발생은 연구마다 발병률 차이를 보이나,

kg의 정상 체중으로 제왕절개 통해 출산하였다. 과거력상 생후

Fig. 1
A

(A) Otoscopic finding of the left tympanic membrane at diagnosis. Whitish bulging mass was identified posterior
to tympanic membrane. (B-D) Temporal bone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B) Axial view. Soft tissue filling the
left middle ear cavity with opacified left mastoid air cells (arrow). (C) Axial view. suspicious erosion of long process
of incus and stapes (arrows). (D) Coronal view. Mass associates left tympanic membrane bulging and lateral
displacement of the ossicle (aste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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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Intraoperative findings of dermoid tumor.
(A) Hairy pinkish gray soft tissue (arrow) filling the mastoid antrum was identified during mastoidectomy approach. (B) Partial canal wall down mastoidectomy and en-bloc
resection of dermoid tumor were conducted (arrow). (C) Canal reconstruction with tragal cartilage (asterisk) and temporalis muscle fascia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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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경 카와사키병(Kawasaki disease, mucocutaneous lymph

형을 지녔으며, 중이를 가득 채운 상태로 유양돌기로 병변이 확장

node syndrome)을 진단받았다. 생후 9개월경 발열을 주소로 응급

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폐쇄동 유양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

실에 내원하여 면역 글로불린 치료 중 반복적인 좌측 급성 중이염

며, 내외접근법으로 외이도 후상벽을 부분 개방하여 시야를 확보하

증상을 호소하여 본원 이비인후과로 협진 의뢰되었다. 시행한 신체

고 침골을 제거하였다. 종괴는 중고실과 상고실 공간을 가득 메우

진찰상 좌측 고막 내측으로 흰색 종물이 확인되었다. 측두골 컴퓨

고 있었으며, 이관 입구를 막고 있었으나 이관에서 기원한 형태는

터 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좌측 고막 팽윤 및 이소골 가측 전위,

아니었고, 유양동 함기세포를 침범하여 확장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

골미란을 유발하는 좌측 중이강 및 유양돌기 내 연조직 종물이 확

다. 확인되는 종괴를 일괄 절제술로 모두 제거하였으며(2.6 cm ×

인되었다(Fig. 1).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에서 좌측 청력역치 70

1 cm × 0.7 cm), 채집한 측두근막 및 이주연골로 상고실 재건술

dB nHL, 우측 청력역치 30 dB nHL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선천성

을 시행하였다(Fig. 2). 환아는 합병증 없이 수술 후 2일 뒤 퇴원하

진주종 의심하에 좌측 유양돌기 절제술 및 고실 성형술을 시행하여

였으며, 병리 결과상 유양돌기 내에서 긁어낸 점막 조직에서는 진

좌측 종물을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다.

주종(cholesteatoma) 소견이 확인되었고, 종괴의 대부분을 차지하

전신 마취하 이개후 접근법을 통해 고실외이도 피판을 들어올린

던 주 검체에서 모낭세포(hair follicle)와 중층편평상피(stratified

후 중이강 내를 채우고 있는 흰색 연조직 종물을 확인하였으며, 추

squamous epithelium), 피부기름샘(sebaceous gland)을 포함하는

골 및 침골의 가측 전위, 침등관절의 분리 소견을 확인하였다. 케라

유피낭종이 확인되었다(Fig. 3). 3개월 뒤 시행한 외래 추적 관찰

틴 상피와 털로 둘러싸인 모습의 종괴로 일반 진주종과는 다른 외

상에서 정상 회복 소견을 보였고, 청성 지속 반응 검사상 6분법 좌

Fig. 3
A

Histologic findings of dermoid tumor.
(A) Sebaceous gland, cross-sectional
view (arrow) (H&E stain, ×400).
(B) Hair follicle with squamous
epithelium lining, longitudinal view
(asterisk) (H&E stain, ×100).

B

Fig. 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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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operative findings at 15-month follow-up.
(A) Otoscopic finding. Intact left neo-tympanum without complication. (B, C) Temporal bone magnetic resonance (TBMR) findings. No definite evidence of residual or recurrent
lesions in left mastoidectomy area in (B) T2-weighted image and (C) diffusion weigh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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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골도청력 38 dB HL, 기도청력 43 dB HL, 우측 골도청력 20 dB

벽에 태생 10주경 나타나 태생 33주에 소실되는 표피양 세포가 퇴

HL, 기도청력 22 dB HL로 측정되었다. 수술 15개월 후 시행한 외

화되지 않고 남아 증식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대부분 고실륜 주변

래 추적관찰상 종물 제거된 상태의 정상 고막 소견이 확인되었으

의 전상부에서 발견되어 다른 영역에서 발견되는 진주종을 설명

며, 측두골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재발 소견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기에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고실강 측벽의 후하

(Fig. 4).

부, 전하부, 후상부 일부에서도 표피양 형성이 관찰되어 더욱 설득
력을 얻고 있다.[16] 형태학적으로 비슷한 기형종 및 유피낭종의

▒ DISCUSSION

형성 과정 또한 이러한 표피양 형성설로 설명될 수 있다고 고려된
다.[15,17]

두경부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유피낭종은 선천적인 것으로 고

보고된 대부분의 중이 내 유피낭종에서 이과적인 증상이 동반되

려된다. 성인과 소아에서의 유피낭종 호발 부위는 상이하기 때문이

었다. 반복적인 이루, 청력저하 및 중이염, 반복적인 환기관 삽입의

며, 성인에서는 비뇨생식기 및 천미부에서 호발하고, 두경부에서

병력이 주로 확인되었으며, 삼출물이 발견되지 않는 증례는 드물었

는 약 7%만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7] 반면 소아 환자

다.[15] 따라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환자는 만성 삼출성 중이염 혹은

에서 유피낭종의 발병률은 10,000명당 3명 정도로, 이 중 80% 이

진주종성 중이염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적으로 수술적 접근을 시행

상의 환아가 두경부 내에서 유피낭종을 진단받았다.[3,4] 출생 당시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다.[10,18-20] 본 증례 환아

부터 발견될 수도 있으나 성장 시기에 따라 크기 변화가 급격히 발

또한 난청 및 반복적인 중이염을 주소로 의뢰된 경우로, 선천성 진

생하는 경우도 있어, 증상 발현 및 종물 발견 시기는 다양하게 보고

주종 소견 의심하에 수술을 진행한 결과 육안적 및 병리적으로 유

된다.[5] 약 40%가량의 환자만이 출생 당시에 유피낭종을 진단받

피낭종이 확인되었다. 중이 내 공간을 점유하며 진주종과 같은 원

으며, 5세까지는 70% 정도가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리로 이관 혹은 유양동과 중이 내의 환기를 방해하여 만성 중이염

두경부 내에서는 안와 주변부(periorbital) (40%-65%), 경부 중앙

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고려된다. 영상학적으로는 유피낭종을 선

선 부위 (midline neck) (20%), 그리고 비구순구(nasolabial fold)

천성 진주종과 컴퓨터 단층촬영만으로 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3%-6%) 순서로 호발하였다.[3-5]

다.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유피낭종은 T1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

두경부 중에서도 측두골 내에서 발견되는 유피낭종은 드문 편으

도, T2 강조영상에서는 저신호 강도를 보이므로 선천성 진주종과

로, 중이강, 유양동, 이관, 추체첨부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10-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감별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12] 이 중 중이강 내에 국한된 유피낭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 예가 적으며, 1866년 Toynbee와 Hinton이 증례를 보고한 이
후 현재까지 17건 정도만이 보고되고 있다.[6,13,14] 세부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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