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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도립유두종의 CT 와 M R 상에서 나타나는 소견을 알아보고， 악성화를 동반한 경

우와그렇지 않은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가를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병리조직학적으로도럽유두종으로확진된 22 명의 환자를대상으로하였고，

이 중 6 명은 악성화를 동반한 경우 였다. 전례 (22 예 )에서 CT 를 얻을 수 있었고， 8 예에서는
동시에 MR 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CT 와 MR 을 후향척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CT 상에서 도립유두종은 주변 근육과같거나약간높은정도의 음영을보이는 편

측성 비강종괴로심한골파괴 (1 예) 보다는골변형(1 5 예)을주로보였다. 악성화를동반한
6 예 중에서 3 예 (50%) 에서는 공격적인 골파괴와 비 강， 부비 강을 넘어서 안와， 두개강， 협공
간， 익상구개와로 광범위한 침뱀을 보였다. M R 상에서 악성화를 동반하지 않은 도럽유두종
(3 예)은 T1 강조영상에서는 주변근육과 비교하여 같거나 (2 예) 약간 높은 신호강도(1예)로，
T2 강조영상에서는 높은 신호강도 (3 예)로 보였으며， 조영후에는 비점막의 조영증강보다 약
한 중등도의 비균질성 조영증강을 보였다. 악성화를 동반하였던 경우 (5 예)에서는 T1 강조

영상에 서 주변근육과 동등한 신호강도 (5 예)로， T2 강조영상에서는 고신호강도 (5 예)로 나
타났으며， 역시 중등도의 비균칠성 조영증강을 보였다.

결

론

: 만성버강폐색을 호소하는 50-60 대 환자에서， 비교적 크고 충만성의 편측성의

비강종괴가 인접한 부비동으로 첨벙하는 소견을 보일 때 도립유두종을 감별진단에 포함시
켜야할것으로사료된다.CT 와 M R 상에서 악성화를동반한 경우와그렇지 않은경우에 있
어 신호강도나 조영증강 양상에는 특이한 차이점이 없었으나， 현저한 공격적 인 골파괴와 비
강과 부비 강을 넘어 광범위한 침범을 보이면 악성화 동반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으로 사료

된다.

있다. 이에 저자들은 지난 5년간 경험한 도립유두종의 CT 와
로」

서

M R 상에서 나타냐는 소견을 알아보고， 또한 악성화를 동반하
지 않은 도립유두종 (이하 양성 )과 악성화를 통반하였던 경우

도럽유두종 (I nverted papilloma) 은 비강과 부비강 내 에 비
교적 드문 양성 종양으로， 모든 비강종양의 0.5-4%를 차지한

(이하 악성)에 있어서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 (1, 2) . 이 종oJ:.은 병리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치료후 재

발율이 높고， 국소적으로 파괴적이며 ， 악성화하거나 악성종양
과 공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2).

대상및방법

따라서 종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종양의 침범부위를 정확히 알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재발율을 낮추고 예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악성화의 여부를 미리 예 측할 수 있다면 좀 더 광범위한 절제를
하거나 치료방침을 달리하는 등 치료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1 991 년 2 월부터 1 996년 3 월까지 본원에 내 원 하여 도렵유두
종으로 진단받은 22 명의 환지플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틀의 연

령분포는 38 세부터 72 세까지였고， 평균 연령은 53세였다. 이
중 남자는 1 7 명， 여자 5 명으로 남녀비는

3.4 : 1 이었다.

전례에

서 수술전에 시행한 생검에서 도립유두종으로 진단 받았고， 이
l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2 왈레스기념 침혜병원
3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 논문은 1 996년 7월

중 1 6 예는 수술후에도 도럽유두종으로 확진되었고， 나머지 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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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성화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나 5 예는 편평상피세 포암

(squamous cell carcinom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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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는 경계영역종양 ( borderline

임성엽 오 1: 도립유투종의 CT 와

malignancy) 으로 확진되었다. 대상 환자들은 만성적인 비강폐

MR

상악동으로나타났다.

색 (1 9 예) , 두통 (9 예)， 점액화농성 비루 (6 예)， 비출혈 (3 예)

종괴의 모양은 불규칙적이었으며， 관상면 영상에서 대체로

등을 호소하였다.4명의 환자는 이전에 비강내 국소적 용종제

하비갑개를 아래쪽으로 밀면서 중비도를 거의 채우는 정도로

거술을 받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비교적 크고 충만성의 양상이었다. 도럽유두종은 비강내에만

전례에서 CT를 얻을수 있었고， 8 예에서는 MR을 동시에 실

국한 되지 않고 주변 부비동으로 원심성으로 침범하였는데， 상

시하였다. MR을 실시한 8 예 중 3 예는 양성 도립유두종 이었

악동 (21 예) , 사골동 (20 예) , 전두동 (6 예)， 접형골동 (4 예)의

고， 5 예는 도립유두종에 악성화를 동반한 경우 였다. 사용된

순으로 침범되었다. 또한 앞쪽으로는 비전정 (2 예)， 뒤쪽으로

CT 기 종은 13예는 Somatom Plus S (Siemens , Erlangen,

는 후비공 (18 예)을 지나 비인두강 (6 예)으로 돌출하였다. 비

Germany) , 5 예는 GE 8800 (General Electric) 그리고 타병

중격을 지나 반대측 비강으로 침범한 예는 양성과 악성에서 각

원에서 이미 실시하여 기종을 정확히 알수 없었던 경우가 4 예

각 1 예씩 있었다. 특히 악성화를 동반한 6 예 중 3예에서는 비

있었다. 각각의 CT는 축상면， 관상면의 조영후 영상과 bone

강과 부비강을 넘어서 안와 (3 예) , 두개강 (2예) , 협공간 (2

window setting view를 포함하였다.MR은 8 예 전부에서 1.0
T 기종 (Shimadzu SMT-100) 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T1 과 T2
강조영상， gadolinium 조영후영상을 얻을수 있었고， 5 예에서는

Table 1. Sites of Extension of the Inverted Papilloma

이렇게 얻어진 CT와 MR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종양의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

측비강에 1 2 예 위치하였다. 종양의 발생부위는 종괴의 중심에

가깝게 위치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발생부위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 중비갑개 근처의 외측비강벽이 22 예 중 17 예(77.3%)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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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익성구개와 (1예)로의 광범위한 침범을 보였으나， 나머지

2). 골의 압박미란과 함께 주로 골의 앓아짐을 보인 경우가 13

3 예에서 는 비강과 부비캉내에 국한되어서 악성화를 동반하지

예 (양성 11 예 / 16 예

않은 경우와 특이한 차이점이 없였다. 양성 도렵유두종에서는

인 것이 5 예(양성 4 예， 악성 1 예)， 그리고 골파괴 를 주로 보인

:69%,

악성 2 예 /6 예 : 33%) , 경화를 보

경우는 4 예 (양성 1 예 / 16 예 : 6%，악성 3 예 /6 예 :50 %) 로 나

1 예에서만 안와로의 국소적 침범을 보였다 (Table 1).
종양에 의한 골조직의 변화는 MR 보다는 CT, 특히 bone

타났다.

window setting v iew 에서 잘 알 수 있였는데， 이러한 골조직

CT 상에서 도립유두종은 전례에서 양성과 악성의 차이없이

의 변화는 압박미란， 앓아침， 경화， 변형， 파괴 등이 하나의 종괴

주변 근육과 비교하여 같거나 (1 3예) 약간 높은 정도 (9 예)의

내에서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고， 또한 비교적 앓은

음영으로 약간 비균질성의 종괴로 나타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

골조직에서는 골조직의 소실이 압박미란에 의한 것인지 골파괴

반된 부비동염에 의한 액체저류에 의한 음영과 종괴의 경계가

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 그 중에서 현

모호한경우도있었다.

저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골조직의 변화의 부위는 종

MR 상에서 나타난 신호강도는 주변 근육과 비교하여， 양성

양의 침범부위와 일치하거나 침범부위 내에 위치하였다 (Table

도립유두종 (3 예)의 경우 T1 강조영상에서는 같거나 (2 예) 약

A

Fig. 1. Inverted Papilloma without
Coexisting Malignancy
A. Coronal CT scan shows a mass in
the right nasal cavity extending into
the ethomoid and the maxillaty sinuses. Note bony erosion and thining.
B. Coronal T2 weighted image shows a
heterogenous intermediate signal inten
sity mass. T2 weighted image delineates the margin of the mass more clearly
than the CT image because of high signal intestiy f1 uid in maxillary sinus
c. The mass is slightly high signal in
relation to muscle on Tl weighted im
age.
D. Gd-enhacement image shows heterogenous moderate enhancement of
the mass. The f1 uid in maxillary sinus
is not enhanced. Note alternating low
and high signal striae in the mass on
T2 weighted image and Gd-enhanced

B

lmag
양
e.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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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간 높은 정도(1예)로 나타났고， T2 강조영상에서는 주변 근육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종양은 병리조직학적으로

보다 높은 신호강도 (3 예)를 보였다 (Fig. 1). 악성화를 동반한

는 양성이나 국소적으로 파괴적이고， 치 료후 재발이 많으며， 악

경우 (5 예 )에서도 T1 강조영상에서 는 모두 주변 근육과 거의

성종양과 연관되 는 경향을 가지는 세가지 특정 을 가지고 있다

같은 신호강도 (5 예 )로， T2 강조영상에서 는 주변 근육보다 고

(2) . 현재까지 보고된 치료후 재발율은 0-74 % 로 보고되어 있

신호강도 (5 예 )를 보였다 (Fig. 2) . Proton 강조영상에서는 양

고， 또 악성화를 동반하는 빈도도 3 - 56 % 로 다양한 정도로 보

성 도립유두종 (1 예)은 주변 근육과 같은 신호강도 (1예) 로，

고되어 있다 (5). 도럽유두종이 직접 악성화 하는지 또는 악성

악성 (4 예)에서는 같거나 (2 예) 높은 (2 예) 신호강도로 나타났

종양과 공존하는지에 대해서 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

다 (Table 3) . 이와 같이 악성화를 동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으나， 악성화와 관련하여 세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데 첫 째，

경우에 있어서 MR 신호강도상의 특이한 차이점이 없는 것으

도립유두종에서 악성종양으로의 변화의 증거 없이 같은해부학

로 나타났으며， 종양은 전례에서 T1 , T2 및 proton 강조영상에

적 위치에 악성종양이 존재하는 경우 (synchornous) , 둘째 ， 도

서 뇌회백질과 거의 같은 중간 정도의 신호강도를 보이는 비 균

립유두종 내에 작은 악성종양의 병소들을 가지는 경우， 셋째，

질성의 종괴로 보였다. 조영후 MR 상에서 양성 도립유두종과

이 전 에 양성질환 (도립유두종)이 수술로 제거되고 난 자리에

악성화를 동반한 경우 모두에서 비점막의 조영증강 보다는 약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metachronous) 를 들 수 있다. 임

한 중등도의 비균질성 조영증강을 보였으며， 양성과 악성시이

상적으로는대부분첫 번째와두번째에 속한다고한다 (1).가

에 조영증강의 양상에도 특이한 차이가 없었다.

장 많이 동반하는 악성종양은 편평상피세포암이고 그외에도 점

고

찰

Table 3. MR Signal Intensity in Relation to Muscle

도립유두종은 비강과 부비강의 점막에서 발생송F는 비교적 드
문 양성종양으로， Schneiderian 유두종 (Schneiderian papil -

Pulse
Sequence
hypo-

loma) , 편평상피세포유두종 (squamous cell papilloma) , 이행
상피세포유두종 (transitional cell papilloma) , 내방성유두종

Tl WI

(endophytic papilloma)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져 왔으며 (3 ,

T2WI
PDWI

4) , 종양상피의 외방성 성장보다는 기저의 간질로 성장하는 병
리학적 특정을 가지고 있어서 병명도 도립 (inverted) 유두종
으로 불리우고 있다 (1). 거의 대부분 편측성으로 외측비강벽

A

IPM
(n=S)

IP
(n=3)
ISO -

hyper-

2

1(slightly)

hypo-

iso-

hyper-

5

3

5

2

2

IP : Inverted Papilloma
IPM : Inverted Papilloma with A Coexisting Malignancy

C

B

장

Fig. 2. Inverted Papilloma with a Coexisting Malignancy
A. Coronal CT scan shows a nasal cav ity mass with bone destruction. Invasion into the orbit and intracranial space is
noted , but the brain parenchymal invasion is unclear
B. On T2 weighted image , t he mass is heterogenous high signal intensity in relation to muscle.
C. Gd-enhanced image shows thickened and enhancing ipsilateral dura. The brain paren chyme is i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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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표피양암 (mucoepidermoid carcinoma) , 우상암 ( verru -

자들의 경우에서도 악성화를 동반한 6 예 중 3 예에서 각각 비강

cous carcinoma) , 선낭종암 (adenoid cystic carcinoma) 등이

과 부비강을 념어서 안와， 두개강， 협공간， 익상구개와로의 광

보고 되어 있다 (4). 도럽유두종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벙위한 침범을 보였다. 비인두강으로의 침범 또는 종괴의 종대

려진 바는 없으나， vlrus 에 의한 원인이 수년 간 거론되고 있으

는 악성에서 2 예， 양성에서 4 예 있었는데， 악성에서는 주변의

Human Papilloma Virus 11 , Ebstein Barr Vi -

해부학적인 경계 를 무시하고， 섬한 골파괴를 통반하였는데 ， 양

며， 특히 최근

rus 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 고， 특히 편평상피세포암으로의

성에서는 인접한 골조직의 파괴를 동반하지 않고 단순한 종괴

악성화 변화와 Human Papilloma Virus 16 과 관련이 있음을

의 종대 또는 확장으로 보였다. 실제 1 예에서 종괴가 후비공을

주장하는 보고도 있다 (1, 6,7) .

지나 뒤쪽으로는 비인두강을 거의 채우고 앞쪽으로는 비전정까

임상적으로는 40 - 60세에， 남자에서 여자보다 3 - 5 배 많이
발생하고， 대개 수년간 편 측성 만성비강폐색， 비출혈， 화농성비

지 종대된 소견을 보여 악성화의 동반을 의심하였으나， 수술후
양성 도립유두종으로 판병되었다 (Fig.3).

루 등을 호소한다 (8). 저자들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임상적인
소견은거의 일치하였다.

김 등 (1 2) 은 CT상의 골변화 소견은 압박미란， 변형， 경화등
이 주로보였고，이러한골조직의 변화만으로는악성과양성의

이의 치료로는 medial maxillectomy , midfacial degloving

구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 2). 저자들의 경

surgery , endoscopic removal 등의 다양한 수술적 방법 과 방사

우에 있어서도 종괴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충만성인데 비해 심

선 치료 등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말을 잘 하

한 골파괴보다는 골의 압박미란， 앓아짐， 변형，경화등의 소견을

고 악성화동}는 경향이 있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õ}는 것이 중

보였다. 그러나 악성화를 통반하였던 6 예 중 3 예에서는 순수한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골파괴가 주된 소견으로 보였고 또 이들 3 예가 앞서 언급한 비

영상진단의 중요한 역활 중의 하나는 종양의 침범부위를 정확

강과 부비강을 지나 안와，두개강， 협공간， 익상구개와로 침범을

하게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인 경우여서 악성화의 동반을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4 , 8, 9- 11).

김 등 (1 2) 의 보고에 따르면， 도립유두종은 CT 상 중비 도의

나머지 3 예의 악성에서는 골파괴 보다는 압박미란， 앓아점， 변

외측비강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골구조의 심한 파괴보다

형， 경화 등의 소견을 보여 양성과 감별이 어려웠으며， 이러한

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부비강 특히 사골동， 상악동 등을 침

소견들이 양성에서만 나타나는 소견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1

범하는 양상을 보였고， 조영증강후 CT상에서 근육보다 약간

예의 양성에서도 골파괴를 보였는데， 악성의 골파괴보다는 덜

높은 정도의 비균질 성 종양으로 보였다고 했다. 저자들의 경우

섬하였고 순수한 공격척 인 골파괴 보다는 심한 압박미란에 의

에 있어서도 편 측성으로 중비갑개 근처의 외 측비강벽에서 가장

한 소견임 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양성이면서 비중격

많이 발생하여， 인접한 상악동， 사콜동， 후비공 동으로 침범하

과 안와를 국소적으로 침범하였던 예였다. 도렵유두종은 비중격

는， 주변 근육과 같거나 약간 높은 정도의 조영증강으로 보이는

을 지나는 침범은 비교척 늦게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약간 비균질성의 종괴로 나타났다. 또한 김 등 (1 2) 은 종양이

있는데 (11), 저자들의 경우에서도 양성과 악성 각각 1 예 씩을

비강과 부비강을 지나서 비인두， 익 Àd-구개와， 비루관으로 침뱀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중격은 비교적 보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을 보일때는악성화의 가능성이 높을것으로보고하였는데，저

Yousem 등 (4) 은 10 예의 도렵유두종의 MR 소견을 보고 하

Fig. 3. Axial CT scan and sagittal MR
image show an inverted papilloma
with nasopharyngeal extension. The
mass arising form right nasal cavity
extending into the nasal vestibule and
the nasopharynx. There was no evidence of malignancy on tissue pathology after operation.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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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T1 강조영상에서는 주변 근육과 비교하여 동등한 신호

영으로보이는종괴사이에 경계를정확히 알수없는경우가많

강도를 보인 것이 5 예， 높은 신호강도를 보인 것이 5 예 였으며，

아서 침범정도를 정확히 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T2 강조영상에서는 10 예 모두에서 고신호강도로， proton 밀도

MR은 특히 T2 강조영상에서 종잉:은 근육보다 약간 높은 중등

강조영상에서도 모두 고신호강도로 보였으며， 비점막의 조영증

도의 신호강도를 보이고 부비동염에 의한 액체저류는 고신호강

강 정도와 비교 하여， 경도 (2 예) 또는 중등도 (5 예) 정도로 비

도로 보여 종양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려주었다. 부비동염에 의

균칠성으로 조영증강된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의 경우에 있어

한 액체저류는 대개는 T2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이나

서도 Tl강조영상에서는 주변 근육과 비교하여 같거나 (2 예 )

그 내용물에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고 free water 의 양이 척

약간 높은 정도로 (1 예)， T2강조영상에서 는 주변 근육보다 고

어지거나 액체의 건조

( dessication) 가 있을 땐 T2강조영상에

신호강도 ( 3 예)의 비균질성 종괴로서 나타났다. 전례에서 대체

서 신호강도의 감소를 보여 (1 3) , 대개 중등도 신호강도를 보이

로 T1, T2 강조영상에서 뇌회백질과 유사한 정도의 중간 정도

는 종양과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자들의 경우 전

의 신호강도를 보였다. 악성화를 동반하였던 도립유두종 5 예에

례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여 종괴 와의 경계를 잘 보여주었다. 조

서도 양성 도립유두종과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5 예 모두에서

영 증강후 영상에서도 종괴는 경도 중등도의 조영증강을 보여

T1 강조영상에서 는 주변 근육과 동등한 신호강도로， T2강조영

조영증강이 되지않는 액체저류와 좋은 경계를 보여주었다. 또

상에서는 주변 근육보다 높은 정도의 비균질성 종괴로 보여，

MR은 시상변의 영상도 얻을 수 있어 종양의 침범정도를 아는

MR 신호강도 상에서는 양성과 악성 도렵유두종 사이에 특이한

데 도움이 되었다. 1 예에서 CT 상에서 사상골판 (cri briform

차이가 없었다. 조영증강후 영상에서도 도럽유두종은 중등도의

plate) 을 파괴하고 두개내강으로의 침범이 의심되었으나， 뇌실

비균질성 조영증강을 보였고， 양성과 악성 간에 조영증강 양상

질의 침범유무는정확히 알수없었던 경우가있었는데，조영증

에도 특이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Yousem 등 (4)

강후

이 기술한 바 있는 MR 상에서 특히 T2 강조영상과 조영증강후

소견을 보였으나， 뇌실 질은 침범하지 않은 소견을 보여주어 침

MR 관상연 영상에서는 경막이 비후되고， 조영증강되는

영상에서 독특한 고신호강도와 저신호강도의 줄무늬가 종괴내

범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견은 수술시야에서

에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1 예의 양성 도립유두종에서 보였으

도 확인되었다

(Fig. 2). 종양의 대체적인 윤곽과 부비동으로

나， 병리조직학적인 연계조사가 되지 않아 이것이 어떠한 병리

침뱀을 보는데 있어서는 관상면의 T2 강조영상， 조영증강후 영

학적 양상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없었고 이에 대한 보고

상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도립유두종의 진단에 있어서 MR의

도 없었다 (Fig.

주된 역할은 종양의 침범부위를 정확히 그려내는 데 있다고 할

1).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종양의 치료를위해서는정확한종양

수있다.

의 침벙부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종양의 침범부위는

이와같이 편측성으로비강내 충만성 종괴 를 보일수있는경우

CT상에서도 비교적 잘 알 수 있었으나， 액체 정도의 음영을 보

의 감별진단으로는， 양성 질환으로 antrochoanal polyp, 유년기

이는 폐색후 부비동염에 의한 액체저류와 주변 근육 정도의 음

버인두혈관섬유종

A

(j uvenile nasopharyngeal angiofibroma) ,

C

B

Fig. 4. Coronal CT scan (A), T2 weighted (8) and Gd-enhanced (C) images show no definite evidence of malignacy
Multifocal areas of malignant change were identified in the mass on postoperative tissue path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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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양 용종 (angiomatous pol)ψ ， 점액류종 (muc ocle) , 혈

보다는 골변형을 보이면서 인접 부비동으로 침범하는 소견을

관종 (hemangioma) 등을 들 수 있고， 그리고 편평상피 세 포암，

보일 때 도립유두종의 가능성 을고려해야 할것으로사료된다.

후두신경아세포종 (esthesioneuroblastoma) , 선낭종암， 엄파

CT와 MR 상에서 악성화를 동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종

있어서 신호강도나 조영증강 양상에는 특이한 차이 점이 없었으

(I ymphoma) 등의

다영한

악성종양을

들

수

있 다.

Antrochoanal pol yp은 상악동에서 발생 하여 확장된 누두부를

나， 현저한 공격적인 골파괴와 비강과 부버강을 념어서 광벙위

통해 비강내 로 돌출하는 종괴를 보이나， 사골동으로의 침벙은

한 침범을 보이면 악성화의 동반을 강력히 시사동}는 소견으로

보이지 않는것으로 알려져있고， 비인두혈관섬유종은 청소년기

사료된다.

남자에서 비 출혈을 보이면서 특정적으로 익상구개와를 지 나는
종괴로서 나타나며， 점액류종도 상악동에서 비강내 로 자랄수

치-;-J므등4
口

있는 종괴 이나， 대개 는 전두동과 사골동에 많이 발생하고， 이러
한 염 증성 종괴는 대개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이고，

변연부가 조영 증강되는 소견을 보인다. 혈관종성용종은 도립
유두종과 방사선학적 으로는 거의 감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후두신경아세포종은 그 발생부위가 후각신경으로 대개 비강내

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혈관종은 T1강조영상에서 중등도로，
T2강조영상에서는 고신호강도로 보이면서 hemosiderin 의 침

착에 의한 변연부에 저신호강도를 보이 는 종괴 로 보인다. 편평
상피세포암을 포함하는 악성종o.}은 대개 골파괴가 동반되는 공
격적인 성향의 종괴로 보인다

(1 1, 14 - 16).

Yousem 등 (4) 은 MR신호강도상에서 는 도립 유두종이 편평

상피세 포암， 선낭종암， 악성 흑색 종 (melanoma) , 후두신경아세
포종등의 악성종양과구별이 되지 않는다고하였고，또도럽유
두종에 편편상피세포암을 동반한 1 예에서도 MR 상에 어디가
악성화한 부분인지 찾을수 없었다고 하였 다. 저자들의 경 우에
서도 악성 화한 부위를 CT나 MR 상에서 찾을수가 없었고， 또
CT와 MR 상에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을 전혀 보이지 않아

양성 도립유두종으로 생각하였 던 l 예에서， 수술후 다발성의 악
성변화의 부위를 포함하였던 경우가 있었다 (Fig. 4) .

본 연구가 MR을 실시하였던 예의 수가 부족하고， 통계학적
분석이 되지 않았고， 후향적인 연구로 병리학적인 연관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서 제한점 을 가지고 있으나 이상의 소견을 요
약하면 ， 도립유두종은 외 측비강벽에서 발생하여 비교적 비강내
충만성종괴로 보이고 원심성으로 정상적 인 해부학적인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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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주변부비동으로 침범하는 종양으로 CT상에서는 근육과
같거나 약간 높은 정도의 비균질성 종괴로 보이면서 심한 골파
괴 보다는 골변형 이나 골미란을 동반하고， MR 상에서 는 T1 과
T2강조영상에서 대체로 뇌회백 질 과 유사한 정도의 중간정도의

12
13.

신호강도를 보이고 비균질성의 중등도의 조영증강을 보이는 종
괴로보였다.또한악성화를동반한경우와그렇지 않은경우에
있어 CT소견이나 MR 상에서 신호강도나 조영증강양상에 있
어서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악성화한 경우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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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심한 골파괴를 보이면서 비강과 부비강을 넘어 해부학
적 인 경 계 를 무시하고 안와， 두개강， 협공간， 익상구개와 등으

15.

로침범을보였다.

결론적으로， 만성 편측성 비강 폐색을 호소하는 50-60 대 환

16.

자에서 비교적 크고충만성인 편측성 비강종괴로심한골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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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and MR Findings of the Inverted Papillom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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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T and MR findings of inverted papilloma
and to determine the specific differential finding between inverted papilloma with and without
coexisting malignancy.
Materials and Methods: Twenty-two histopathologically proven inverted papilloma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in six patients there was coexisting malignancy. Twenty-two CT images and
eight MR image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Results: On CT images , the inverted papillomas were seen as unilateral sinonasal masses with
bone remodeling (n = 15) rather than bone destruction (n = 1) and showed iso- or slightly high
attenvation. Three of the six malignant cases showed aggressive bone destruction and widespread
extension into the orbit , intracranial and buccal spaces , and pterygopalatine fossa. On MR images ,
the inverted papillomas (n=3) were iso- (n=2) or slightly high (n=l) in signal intensity in relation
to muscle on Tl weighted images , and high (n=3) on T2 weigihted images. Gadolinium enhanced
images showed heterogenous moderate enhancement . In the cases of coexisting malignancy (n=5) ,
the rnasses were iso- (n=5) on Tl weighted images , high (n=5) on T2 weighted images and also
showedheterogenous moderate enhancement.
Conclusion : Inverted papilloma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 bulky unilateral nasal mass extending into the adjacent paranasal sinuses , especially in an elderly patient
with chronic nasal obstruction. Although there were no specific differential findings in signal
intensiy and enhancement pattern on CT and MR images between benign and malignant inverted
papilloma , aggressive bone destruction and widespread extension beyond the sinonasal cavity are
findings which are highly suggestive of coexisting maligna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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