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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s for acute otitis media
Junghun Kown, MD · Juyong Chung,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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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cute otitis media (AOM) is diagnosed in patients with acute onset of signs and symptoms of
inflammation in the middle ear, accompanied by middle ear effusion. AOM is a common infectious disease in children,
and its diagnosis and treatment can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health of children.
Current Concepts: The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provide
recommendations to primary care clinicia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children with AOM. The treatment strategy
for AOM depends on the patient’s age, severity of symptoms, the presence of otorrhea, and the laterality.
Discussion and Conclusion: For children aged from 6-months to 2-years with unilateral non-severe AOM and
children aged 2 years or older with unilateral or bilateral non-severe AOM, the published guidelines provide the option
of observation rather than immediate treatment with antibiotics. High-dose amoxicillin (80 to 90 mg a day) is the firstline antibiotic for treating AOM in patients without penicillin allergies. Children in whom symptoms persist after 48
to 72 hours of antibiotic treatment should be re-examined and amoxicillin/clavulanate should be used as second-line
antibiotics. Careful follow-up is required to identify the complications and sequelae of AOM, and to determine the
optimu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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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율로 3회 이상 앓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1]. 국내 연구에 따
르면 급성 중이염의 유병률(1,000명 당)은 2012년에 152.7

급성 중이염은 중이 내에 생긴 염증의 발병 시점이 3주 이

명이었고, 2017년에 137.4명을 보였다. 재발률은 2012년에

내인 질환을 말한다. 나이에 따라 발병빈도가 다르지만 3세

34%, 2015년에 28.2%를 보였다[2]. 유병률과 재발률 모두

이하에서 3명 중 2명 비율로 1회 앓게 되고, 3명 중 1명의 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빈도를 보이고 있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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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에서는 환자수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항생제 치료는 급성 중이염의 주요한 치료이다. 그러나
2000년 초 항생제 치료와 경과관찰을 비교한 연구에서 치
료 경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경과관찰은 항생제 부
작용을 줄이며, 내성균의 출현을 막는다는 여러 연구가 있
었다. 이 연구들은 합병증 발생이 강력히 예상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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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모두 적절한 평가와 함께 ‘경과관찰’을 주요한 치

나라에서는 2009년 대한이과학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료로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3-5]. 하지만 유소아 중이염은

약 50% 정도가 이내시경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미국

다른 상기도 감염과 달리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였을 때 합병

진료지침에서 권장하는 공기이경검사는 12-18%만 사용하

증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진료지침이 필요하

고 있었다[1].

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고막운동성계측은 급성 중이염의 중이삼출액 여부를 판단

2004년 미국의 소아과학회와 가정의학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검사상 B형, C형이 A형으

제작한 급성 중이염 진료지침[6], 2006년, 2009년 2회에 걸

로 정상화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막운동성계

쳐 발간된 일본 소아 급성 중이염 진료지침이 개발되었다.

측 결과만으로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원인 세균과 내성 양상이 미국이나 유

초진 시 B형의 경우 정상 회복에 평균 7.5주가 걸렸고, C형

럽 및 일본과 다르고, 국내 진료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 경우 정상 회복에 걸린 시간은 평균 9주였다[11].

2014년 급성 중이염에 대한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1]이 만

순음청력검사와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감수성검사를 추

들어졌다. 이 논문은 급성 중이염의 약물치료에 대해 국내

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환아가 만 4세 이상인 경우 순음

지침을 중심으로 중요 내용을 정리하였고, 2013년 개정된

청력검사를 통해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감별하

미국 급성 중이염 진료지침[7], 2013년 일본 소아 급성 중이

는 것이 바람직하다[12].

염 진료지침[8] 및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9년 이탈리아 유
소아 급성 중이염 진료지침[9]도 참고하였다.

세균배양검사는 고막천자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강을 경유하여 비인강의 균동
정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급성 중이염은 비인강에 존재하
는 원인균이 이관을 통해 중이강에 감염을 일으켜 발생하는

급성 중이염의 진단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이루와 비인강의 세균 일치율
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90%, 헤모필러

2014년 국내 유소아 급성 중이염 진료지침에 따르면 진단
은 주관적 증상과 객관적 징후로 판정한다. 주관적 증상은

스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은 80%라고 보
고되고 있기 때문이다[13].

갑자기 발생한 급성 염증에 의하여 중이의 국소 증상 또는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 징후는 (1)
고막의 팽륜, 수포형성, 발적, 이루를 동반한 천공, 중이삼출

급성 중이염의 치료

액 등의 고막소견과, (2) 고막운동성계측 검사상 B형 또는 C
형이 관찰되거나, 고실천자상 중이삼출액이 확인된 것을 말

환자의 나이, 질병의 중증도, 추적관찰 여부에 따라, 항생

한다. 확진은 주관적 증상이 있고 객관적 징후가 하나 이상

제 치료 없는 대증요법을 일부 경한 급성 중이염을 가진 경

있는 경우이며, 의증은 주관적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 징후가

우 시행할 수 있다(Table 1) [6,7]. 대증요법은 일부 중이염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1]. 국소 증상은 이루

환자에서 48-72시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미루고, 대증치료

또는 이통을 포함하고 전신증상은 울고 보채거나 수면장애,

를 하면서 자연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정상생활 운동성 저하, 식욕부진, 발열, 급성 중이염 증상과

은 아무 처치 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이통과 발열에 대

관련된 호흡기 증상 등을 포함한다[1].

해서는 적절한 약물로 치료해야 하고, 적어도 2-3일 후에는

공기이경검사(pneumatic otoscopy)는 미국 진료지침에서

반드시 추적관찰하여 증상과 징후의 호전 여부를 판단한 후,

비용효과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6]. 일본 진료지침

다음 단계의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1].

에서는 수술현미경과 이내시경을 권고하고 있다[10]. 우리

대증요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6개월에서 2세 사이 연령에
급성 중이염의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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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atment strategy for AOM
Age

AOM with otorrheaa)or severe
symptoms

Bilateral AOM without severe
symptoms (non-severe illness)

Unilateral AOM without severe
symptoms (non-severe illness)

<6 mo

Antibiotic therapy for 10 days

Antibiotic therapy for 10 days

Antibiotic therapy for 10 days

6 mo to 2 yr

Antibiotic therapy for 10 days

Antibiotic therapy for 10 days

Observationb) or
Antibiotic therapy for 10 days

≥2 yr

Antibiotic therapy for 10 days

Observation or
Antibiotic therapy for 5-7 days

Observation or
Antibiotic therapy for 5-7 days

Based on [7].
AOM, acute otitis media.
a)
Moderate or severe otalgia, otalgia for at least 48 hours, or temperature of 102.2°F (39°C) or higher. b)Observation is an appropriate option only when follow-up can be ensured and antibacterial agents started if symptoms persist or worsen. Non-severe illness is mild otalgia and fever <39°C in the past 24 hours.

서 중한 증상이 없는 한쪽의 중이염, 2세 이상에서 중한 증

서 최근에 항생제를 투여 받은 적이 없고 보육시설에 다니

상이 없는 한쪽이나 양쪽 중이염인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약제로서 amoxicillin 표준용량(40-

중한 증상이란 중등도 이상의 심한 이통, 48시간 이상 지속

50 mg/kg/day)을 권고한다. 과거 30일 안에 amoxicillin

되는 이통, 39°C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다[7].

투여력이 있거나, 결막염이 있는 경우, 또는 중증의 급성

그러나 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대증요법의 실패율이 높고,

중이염에서는 β-lactamase를 생산하는 H. influenzae와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심각한 감염에 대한 우려로 즉각적인

Moraxella catarrhalis가 원인일 가능성과 페니실린 고도 내

항생제 요법을 요한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연령인 경우와

성 폐렴구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차 선택 항생제

6개월 이상의 연령에서는 중한 증상이 있는 경우, 2세 이하

인 amoxicillin/clavulanate (14:1) 80-90 mg/6.4 mg/kg/

의 연령에서는 증상의 정도와 관련 없이 양쪽 중이염인 경우

day를 1차 약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1]. 페니실린 알레

에는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대증치료 후 임상증상이 호전

르기가 있는 경우는 경구로 사용할 수 있는 세팔로스포린

되면 중이강 내 저류액이 남아있더라도 항생제 처방은 필요

(cephalosporin)을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cefdinir

없으며 일반적으로 2주 후에는 60-70%, 한 달 후에는 40%,

(14 mg/kg/day, 1-2회 분복), cefuroxime (30 mg/kg/

3개월 후에는 10-25%에서 중이삼출액이 남아있다고 보고

day, 2회 분복), cefpodoxime (10 mg/kg/day, 2회 분복) 등

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경과관찰을 시행한다[6]. 또

이 있다[7-9].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교차 반응성의 정도가 페

한, 고막절개술은 협조가 가능한 경우 심한 이통의 경감을

니실린과 2세대 및 3세대 세팔로스포린 사이는 매우 낮은 수

위해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이삼출액에 대한 세균배

준(10% 미만)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5]. 3세대 세팔로스포

양 및 항생제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면 초기치료 실패 시 사용

린의 경우, 특히 광범위 항균력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내성균

할 항생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14].

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16].
2차 선택 항생제로서 amoxicillin/clavulanate (14:1

1. 항생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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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를 권고하고, 3차 선택 항생제로서 ceftriaxone 50

급성 중이염에 대한 1차 선택 항생제로 미국 급성 중이

mg/kg/day의 용량으로 3일간 주사요법을 추천한다[1].

염 지침과 여러 무작위 대규모 대조군 연구에서 제시하

Amoxicillin/clavulanate 14:1 복합제가 없는 경우 처방 가

는 바와 같이, 페니실린(penicillin) 알레르기가 없는 경

능한 amoxicillin/clavulanate 복합제에 amoxicillin 용량이

우, amoxicillin 고용량(80-90 mg/kg/day)을 권고한다.

80-90 mg/kg이 되도록 amoxicillin을 추가하여 사용하도

Amoxicillin 사용의 이유는 흔한 급성 중이염 원인균에 효

록 한다. Clavulanate 용량이 과다한 경우 설사의 빈도가 증

과적이며,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과 허용되는 맛, 좁은 미생

가할 수 있기 때문에 10 mg/kg/day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물 항균 스펙트럼 때문이다[7]. 단, 연령이 24개월 이상이면

여야 한다[17].

대한의사협회지

Kown J · Chung J·Therapeutics for acute otitis media

적절한 치료기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국내 지침에서는 amoxicillin/clavulanate의 2회/일, 3

공통적으로 2세 미만의 소아 또는 중증 중이염이 있는 경우

회/일 투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를 소개

는 10일의 항생제 치료를 권유하고, 경증의 경우 지침에 따

하고 있다[1,18]. 2013년 미국 유소아 지침에서도 2회를 추

라 5-7일의 치료기간을 권고하고 있다[1,7,9]. 항생제 치료

천하고 있다[7]. 그러나 3회로 분할하였을 때 고실 내에 최저

의 실패는 항생제 투여 48-72시간 후에도 이통, 발열, 이루

억제농도 이상의 적절한 농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차 항생제 사

를 근거로 페니실린 중간 균주가 광범위한 확산을 보이는 이

용 48-72시간 뒤 호전이 없으면 2차 항생제를 사용하고, 2

탈리아에서는 모든 경우에 1일 3회 용량으로 분할하는 것을

차 항생제로서 사용한 후에도 호전이 없으면 3차 항생제를

권장하고 있다[9]. 내성균이 많은 국내 실정을 고려하였을

사용한다[1,6,7]. 2014년 국내 유소아 급성 중이염 진료지침

때 3회 분복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 생각된다.

에서 2차 선택 항생제로도 치료에 실패한 경우 3차 선택 항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의 합병증이 아니며 급성

생제로서 ceftriaxone을 50 mg/kg/day로 3일간 주사요법으

중이염 2주 후 60-70%, 한 달 후에는 40%, 3개월 후에는

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1]. ceftriaxone 1회 투여는 고

10-25%에서 중이염이 남아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용량 amoxicillin과 비슷한 효능을 보여 구강 항생제를 견딜

중이삼출액이 지속되는 경우에 균주가 지속되고, 재발하

수 없는 아동에게 사용될 수 있다[15]. 페니실린 내성 폐렴

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구균에 의한 무반응성 급성 중이염 치료에서는 ceftriaxone

[19,20].

3일 과정이 1일 과정보다 우수하다. 비록 일부 어린이들은

스테로이드(steroid)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fluoro-

ceftriaxon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약제를 과다하게

quinolone 점이액이 환기관을 보유한 급성 중이염 치료에

사용하면 공동체에서 높은 수준의 페니실린 저항성을 현저히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었으며[21-23], 환기관을 보유한 환

높일 수 있다[15]. 높은 수준의 페니실린 내성 폐렴구균은 1

아에게 ciprofloxacin/dexamethasone 점이액을 사용한 군

세대 및 3세대 세팔로스포린에도 내성이 있다[15]. 치료에 실

이 amoxicillin/clavulanate 10일 경구요법보다 임상적으로

패한 경우 고막천자를 실시하여 세균배양검사와 항생제감수

치유기간과 이루 치유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성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항생제감수성검사의 결과가 있으면

[24]. 위 연구는 환기관을 삽입한 환아에 국한된 연구라는 제

어느 시점에서도 직접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다[1].

한점이 있어,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페니실린에 대해 두드러기나 급성중증과민증(ana-

미 환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천공이 있는 경우에 균

phylaxis) 등의 제1형 과민반응(type I hypersensitivity)을

배양검사와 항생제감수성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해 볼

보이는 경우에는 1차 약제로 마크롤라이드(macrolide)를,

수 있다.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또는 클린다마이신과 3세대 세
팔로스포린 병합요법 또는 ceftriaxone을 2차 항생제로 사용

2. 진통제

가능하다[7].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아지트로마이

경한 이통과 발열에 대해서는 acetaminophen (10-15

신(azithromycin)과 같은 마크롤라이드는 H. influenzae와

mg/kg/dose, 필요 시 4시간마다 투여가능, 일일 최대 5회,

S. pneumoniae 모두에 대해 제한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다.

75 mg/kg/day를 초과하지 않음), ibuprofen (5-10 mg/

클린다마이신은 H. influenzae에 대한 효능이 떨어진다. 페

kg/dose, 필요 시 6-8시간마다 투여가능, 최대 40 mg/

니실린 내성 폐렴구균이 원인균으로 의심되는 경우 클린다

kg/day를 초과하지 않음)을 처방한다[25]. Ibuprofen이 작

마이신만(30–40 mg/kg, 하루 3회 분할 투여) 사용할 수 있

용시간이 더 길고, 과용량 시 적은 독성으로 더 선호된다.

지만, multidrug-resistant serotypes에는 효과가 없을 가

Benzocaine과 같은 진통제 점이액은 단기간 효과는 있지만,

능성이 높다[15].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15].
급성 중이염의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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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히스타민제, 비점막 수축제 및 스테로이드제

에서는 2013년 개정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급성 중이염에서 항히스타민제 투여는 치료 효과에 있어

지침’에서 폐렴구균단백결합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에서 5

서 차이가 없으며, 중이삼출액의 기간을 연장시킨다[26-

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에 따른 효과와 비용을 고려하

28]. 비점막 수축제의 투여도 중이염 치료에 있어서 추천되

여 개개인에 따라 접종여부를 결정하여 접종하고, 폐렴구균

지 않는다. 또한, 급성 중이염에서 전신 코티코스테로이드

다당질백신은 2세 이상에서 폐렴구균의 감염의 고위험군을

(corticosteroid) 효과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고 질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

부족하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효과는 불확실하고, 치료에

담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32].

있어 추천되지 않는다[29].

이에 따라 2014년 유소아 진료지침에서도 급성 중이염 예
방을 위한 폐렴구균단백결합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에서 5

4. 비강 세척 및 대체요법

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비강 세척이 중이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밀접한 증거는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며, 폐렴구균다당질백신은 2세 이상에

아직 없다. 그러나 비강과 중이의 위치, 구조적 인접성을 생

서 인공와우 시행 또는 예정이거나, 선천성 내이 기형 등 급

각해 볼 때 충분히 중이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성 중이염에 속발한 수막염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백신

을 해볼 수 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코세척을 실시하

접종을 항상 권고하고 있다[1].

며, 비분비물 검출균의 추이를 전향적으로 관찰한 결과 콧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은 급성 중이염을 예방하는 데 있

물의 양은 55%가, 후비루는 71%가 정상화되었고, 폐렴구균

어 30-55%의 효능이 있음이 밝혀졌고, 미국 질병통제예방

의 80%, H. influenzae의 60%에서 균량이 감소 또는 소실

센터와, 국내 예방접종 지침에서도 급성 중이염 예방을 위한

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13]. 특히,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에서 매년

염 등의 비과적 질환을 합병하고 있는 경우 비강 세척을 통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32].

한 비삼출물의 제거가 유스타키오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
어 중이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이
탈리아 가이드라인에서도 비강 세척을 보완적 치료로 권고
하고 있다[9].

2. 예방요법 및 보호자 교육
반복성 급성 중이염을 유발하는 고위험군으로는 집단 보
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2세 미만인 경우, 모유 수유를 적게

대체/보완의학 요법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한 경우, 누워서 우유병을 먹이거나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는

어떠한 권고도 명시할 수 없다[1]. 2013년 일본 급성 중이

경우, 악안면기형이 있거나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 등으로

염 지침에서는 Juzentaihoto(국내 명칭으로 십전대보탕)가

보고되고 있다[1,7].

면역 강화 및 영양 개선으로 재발성 중이염에서 권고하고 있
다[8,30,31].

유소아 진료지침에서는 급성 중이염으로 진단된 유소아를
진료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급성 중이염의 위험인자를 교육
함으로써 반복성 급성 중이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권고하고 있다[1]. 따라서 예방 가능한 위험인자들, 예

급성 중이염의 예방

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전염되는 상기도 감염
을 줄이고, 6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누워서 우유병

1. 폐렴구균백신과 인플루엔자백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2010년부터 모든 유소아를 대상으로 폐렴구
균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2]. 한국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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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빨지 않도록 하고, 생후 6-12개월에서 공갈젖꼭지를 사
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의 흡연을 금하도록 보호자를 교육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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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급성 중이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수년에
걸쳐 국내외에서 근거중심의 치료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었
다. 급성 중이염 치료의 원칙은 환자의 나이, 증상의 중증도,
이루의 유무, 한쪽인지 양쪽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급성 중
이염에 의한 통증의 조절과 같은 대증치료가 우선이 된다.
특히 6개월에서 2세 사이의 중한 증상이 없는 한쪽 중이염,
2세 이상에서 중한 증상이 없는 경우는 항생제 치료를 2-3
일간 미루고 대증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한다. 일차 항생제는 고용량의 amoxicillin이
며, 2-3일간 항생제 치료에도 중상이 지속되면 amoxicillin/
clavulanate를 2차 항생제로 써야 한다. 2차 항생제의 실패
시, 3차 선택 항생제로서 ceftriaxone을 사용할 수 있다. 항
히스타민제, 비점막 수축제 및 스테로이드 등의 치료는 추
천되지 않는다.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를 주의 깊게 경
과관찰하여 급성 중이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찾아보기말: 중이염; 약물치료; 가이드라인;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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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유소아 급성 중이염의 약물치료에 대한 최신 지식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급성 중이염은 나이, 동반 증상의 중등
도 및 양측성의 유무가 치료 방법 선택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6개월에서 2세 이하의 한쪽 중이염 및 2세 이상의 경증 중
이염의 경우 항생제의 투여보다는 대증치료를 권고하고 있고 항
생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 및 2차 항생제 선택의 기준을 자세
히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경험적으로 사용해 왔던 항히스타민
제, 코점막 수축제 및 스테로이드는 권장되지 않는 치료임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반복성 중이염의 위험인자들을 설명하고 있
어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유소아 급성 중이염을 진료하는 임상 현장에 좋은 정보를 제공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