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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ses of Pneumocele of Maxillary S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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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에 발생한 Pneumocele 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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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ocele is a rare disease involving one or more paranasal sinuses. It is defined as abnormal
dilatation of paranasal sinus, which is air-filled with either focal or generalized thinning of b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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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us walls. The aim of pneumocele treatment is two-fold: to re-establish permanen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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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에 저자들은 상악동에서 발생한 pneumocele 2예의 임상
적 양상을 통해 병의 기전과 치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Pneumocele은 하나 이상의 부비동이 골벽 두께가 얇아

증

지면서 비정상적으로 팽창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주로

례

전두동에서 호발하며 상악동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다.1,2) 부비동의 팽창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pneumocele,

증 례1

hypersinus, pneumosinus dilatans(PSD) 등이 있다. Hyp-

16세 여자 환자가 10년 전부터 시작된 무증상의 우측 안

ersinus는 무증상의 환자에서, 부비동의 크기가 주변 부위

면의 상악 부위의 돌출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외상

를 압박하지 않을 정도로 팽창되고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부

이나 다른 질환은 없었다. 문진에서는 특이 증상을 호소하지

비동을 일컫는다. PSD는 부비동이 공기로 가득 차 있고 정상

않았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상악 부위 안면에 3×3 cm

범위 이상으로 팽창되어 있으나, 부비동 골벽의 결손이 없고,

크기의 무통성 돌출 소견이 보였다(Fig. 1A and B). 내시경

2)

골벽 두께가 정상인 상태를 말한다. Pneumocele은 PSD

검사에서는 특이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Computerized

와 유사하나, 팽창된 부비동의 골벽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

tomography(CT)에서 우측 상악골 앞쪽 골벽이 돌출되었

고 일부에서 얇아져 있는 점이다. 참고로 골벽의 결손이 있으면

고, 골벽 두께가 얇아져 있었지만, 결손 소견은 보이지 않았

서 주변 조직으로 부비동 내의 공기가 연장되어 있을 경우는 pn-

고 상악동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된 소견을 보였다(Fig. 2).

3)

eumatocele이라고 정의된다. 상악동의 pneumocele은 매

전신 마취하에 Caldwell-Luc 접근법으로 돌출된 상악골을

우 드문 질환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바는 없으며,

제거하였으며(Fig. 3) 또한 내시경으로 상악동개방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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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se 1: Preoperative facial photographs showing a protrusion at right maxilla area (arrows) compared with left side (A and B).
Postoperative facial photograph at 1 year after operation showing diminished protrusion of the right maxilla area (C and D).

Fig. 2. (Case 1) Facial computed
tomography (CT) with contrast showed abnormal dilatation of right maxillary sinus (arrows) expanding toward
to the anteromedial wall of maxillary
sinus which is covered by thinned bony wall. Axial view (A). Coronal view
(B).

Fig. 3. Case 1: Osteotomy of protruded bony wall of right maxillary sinus was performed by Caldwell-Luc
approach. Before (A) and after (B)
the removal of adequate amount of
anterior maxillary wall.

A

A

B

B

시행하였다. 술 후 안면돌출 및 안면비대칭 소견은 교정되었

측 코막힘증 외에는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

으며, 술후 1년 추적관찰한 결과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

에서 우측 상악골의 앞쪽에 무통증의 돌출 소견을 보였고

았다(Fig. 1C and D).

외비의 좌측 만곡을 보였다(Fig. 4A and B). 내시경 검사
에서 비중격의 우측 만곡 소견을 보였고 그 외 이상 소견

증 례2

은 보이지 않았다. CT에서 마찬가지로 우측 상악골 앞쪽 골

19세 남자 환자가 8년 전부터 발생한 우측 안면의 상악

벽의 돌출과 함께 골벽 결손 소견을 동반하지 않고 상악동의

부위의 돌출 및 사비(deviated nose)를 주소로 내원하였

비정상적인 팽창 소견 및 비중격 우측 만곡을 보였다(Fig. 5).

다. 과거력상 외상이나 다른 질환은 없었다. 문진에서는 양

전신마취하에 Caldwell-Luc 접근법으로 상악동 전벽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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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se 2: Preoperative (A and B) and postoperative (C and D) photos. There is a protrusion at right maxilla area (arrows) and the
nose is deviated to the left side (A and B). Postoperative facial photographs at 10 months after operation showing diminished protrusion
of the right maxilla area and correction of deviated nose (C and D).

Fig. 5. Case 2: Facial CT with contrast. Computed tomography (CT) showed abnormal dilatation of right maxillary sinus(arrow) expanding toward
to the anteromedial wall of maxillary sinus which is filled with air and covered by thinned bony wall. Septal deviation to the right side is observed.
Axial view (A). Coronal view (B).

B

A

출된 상악골절골술(osteotomy)을 시행하였고 내시경으로

Pneumocele의 호발 연령은 사춘기에서 노년기로 다양하

경중비도 상악동개방술을 시행하였다. 비중격 및 외비의 교

지만 아직까지 소아에서의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6) Pne-

정을 위해 비중격성형술, 내측 및 외측 비절골술(medial and

umocele의 호발 부위는 전두동과 접협동이지만 상악동에

lateral osteotomy), 지주(strut)를 사용한 외비성형술을 시

서도 드물게 발생하며 상악동 내에서는 상악동의 전내측

행하였다. 술 후 안면돌출 및 외비의 비대칭 소견은 교정되었

(anteromedial) 부위가 호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상악동의

고 술 후 10개월 추적관찰한 결과 재발된 소견은 관찰되지

전내측 골벽이 가장 얇아 이 부위에 압력 변화 발생시 가장

않았다(Fig. 4C and D).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악동에서의 pneumocele는 무증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비동의 형태 이

고

찰

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볼 쪽에 통증 또는 압력 증
상(코 풀 때나 재채기 시), 안구전위증, 부비동염, 안구돌출

Pneumocele는 1898년 Meyes4)에 의해서 sinus pneum5)

증, 코막힘, 이관폐색, 청력 저하, 이통 등의 증상으로 나타

atocele로 처음으로 기술되었으며, 1918년 Benjamins 을

날 수 있다.2) 본 증례에서는 2예 모두 상악동에 발생하였

비롯하여 1987년 Urken 등2)에 의해 부비동의 여러 팽창

고 무증상의 안면돌출 소견을 보였다.

질환이 새롭게 정의 및 분류되었고, 현재는 PSD가 부비동

Pneumocele의 정확한 발생기전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

의 골벽의 두께가 정상적으로 보전되어 있는 것이 pneumo-

으며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점액낭종의 자연적인 치

cele과 감별되는 점이지만, PSD가 더욱 진행하면 부비동

유,4) 선천적인 이상,7) gas forming microorganism에 의

의 골벽에 미란이 발생하거나 골벽이 얇아지는 현상이 일

한 감염,7) One way valve의 존재,2,8) 비정상적인 호르몬의

어나 pneumocele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 한편,

분비2,8) 등의 5가지 기전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Mucocele은 배출 경로가 폐쇄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점액 형성

설득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전은 부비동의 자연공을

으로 진행성의 낭성 확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3)

막는 폴립, 점막, 해부학적인 변이 등이 one way valve 역할
www.jkorl.org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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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코푸는 등의 상황에서는 부

된 상악동 전벽과 연부조직의 저항력으로 인해 반대측으로

비동 내로 기압차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밀려있다가, 전벽을 제거한 후에는 이 압력이 소실되어 자연

만 부비동 밖으로의 공기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아 부비동

히 교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증례에서는 절골술을

내의 기저 압력 수치가 상승하면서 만성적으로는 부비동 벽

시행하였지만 사비가 완전히 교정되지 않아 외비성형술을

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공기로 가득 차

동시에 시행하였다. 두 번째 증례처럼 절골술만으로 안면

있으면서 확장된 부비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변형의 완전 교정이 어려울 경우 외비성형술 등의 추가적인

다른 기전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2,8)

안면성형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 전에 이에 대한 정

본 증례들에서는 CT 소견 및 수술 소견에서 상악동 개구

확한 평가와 충분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다.11) 또한 증례

부의 폐쇄를 일으킬 만한 폴립, 점막, 해부학적 변이는 관찰

2에서는 비골과 상악동 전벽에 걸쳐져 있는 pneumocele이

되지 않았지만, 증례 1은 10년, 증례 2는 8년 전부터 안면

관찰되었는데, 이럴 때에 외측 비절골술 후 불안정성이 발생

돌출 증상을 호소하였던 바, 상악동 개구부의 one way valve

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따라서 Caldwell-Luc 접근법으로

가 존재하였을 당시에 pneumocele이 발생하였고, 부비동

pneumocele의 전벽을 절제한 후에 외측 비절골술을 약간

의 발육이 진행되면서 이런 valve가 소실되고 pneumocele

내측으로 시행하여 두 절골술 부위가 겹치지 않게 하는 술

만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식을 적용하였으며, 외측 비절골술이 내측으로 시행되면서

Pneumocele의 치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
나는 지속적인 부비동 압력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남게 된 비루관의 전벽부위의 돌출부위를 drill-ing하여 교
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안면의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

두 증례에서 Cadwell-Luc 접근법으로 절골술(osteotomy)

은 needle를 이용한 직접적인 천공, Caldwell-Luc 접근

을 시행 후 각각 1년, 10개월간 관찰한 결과 pneumocele의

법을 이용한 상악동개방술, 내시경적 경중비도 혹은 경하

재발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비도 상악동개방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함으로써 이루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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