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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내이내이내이내이 Mondini  Mondini  Mondini  Mondini 기형기형기형기형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인공와우인공와우인공와우인공와우    이식이식이식이식술술술술    후후후후    청력청력청력청력    결과결과결과결과    분석분석분석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민 범 

지도교수 이 원 상 

내이 Mondini 기형을 가진 난청 환자의 인공 와우 이식 후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수술 술기가 어려우며, 청력 결과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술 후 관리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Mondini 기형을 가진 인공와우 이식 

환자군의 수술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고, 순음 청력검사 및 개방형 

단음절 한국어 어음검사를 시행하여, 술 후 청력결과를 분석하였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서 2000 년 1 월부터 2005 년 7 월까지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한 181 명의 환자 중, 방사선적으로 확인된 Mondini 

기형이 있는 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향적인 수술소견 조사에서, 외림프액의 분출이 2 예 있었으나 수술 중 

근막이나 근육조각을 이용하여 적절히 처리되었다. 전극을 완전히 넣지 

못한 경우가 2 예 있었으며, 수술 후 안면신경마비나 뇌막염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순음 청력검사에서, 모든 환자의 순음청력이 향상되어 31 데시벨 이상  

43 데시벨 이하의 순음역치를 보였고, 개방형 단음절 한국어 어음 검사상, 

언어습득전 환자 1 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30 에서 40%의 

어음변별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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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 Mondini 기형을 지닌 인공와우 이식 환자군에서도 단순한 전정수도관 

확장이나 불완전 구획만을 지닌 환자군처럼 좋은 순음 청력과 어음변별력의 

향상을 보였으므로, 이들 환자군에서 인공와우 삽입술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인공와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치료전략이 

요구되겠다.  

 

핵심되는 말 : 인공와우, 내이 Mondini 기형, 청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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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내이내이내이 Mondini  Mondini  Mondini  Mondini 기형기형기형기형    환환환환자의자의자의자의    인공와우인공와우인공와우인공와우    이식이식이식이식술술술술    후후후후    청력청력청력청력    결과결과결과결과    분석분석분석분석    

 

<지도교수 이원상이원상이원상이원상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김    민민민민    범범범범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인공와우 이식술이 일반화됨에 따라 최근 그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여러 

내이기형 환자들의 인공와우 이식술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내이기형 중 가장 흔한 형태중 하나인 Mondini 기형은, 과거에는 

방사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모든 골미로의 선천성 기형을 언급하거나 17, 

불완전 구획 와우(incompletely partitioned cochlear, IP)를 지닌 모든 

경우로 정의하였으나 19, 최근에는 첨부 융합을 보이는 불완전 구획 

와우(incompletely partitioned cochlear, IP)와 확장된 전정(dilated 

vestibule), 확장된 전정도수관(enlarged vestibular aqueduct, EVA)을 모두 

지닌 경우로 정의하여 좀 더 제한적으로 분류, 다른 내이기형과 구분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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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Mondini 기형을 가진 난청 환자의 인공와우 이식 후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18, 수술 술기가 어려우며, 술 후 평가와 관리가 

힘들다.15
 하지만, 최근 인공와우 기기의 발달과 인공와우 이식 술식의 

개선으로 여러 내이 기형 환자에서도 인공와우 이식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6, 최근 해외에서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들은 1-6 주로 각각의 내이 기형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 

내이 기형환자의 인공와우 삽입 술기나 술 후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Mondini 기형 한 종류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다. 특히 전체 

내이기형 환자 대상에서조차, 술 후 순음청력 및 어음청력 결과를 중심으로 

수술적 결과와 함께 보고한 예는 드물다.  

미국에서 Buchmann15 등이 28 명의 내이기형 환자에서 각 아형에 따른 

매우 다양한 어음 판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프랑스에서 Loundin16 등이 

18 명의 내이기형 환자에서 아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양호한 어음 

판별력을 가짐을 보고한 정도이다. 그 외 다른 보고에서는 각각의 

환자에서의 청력결과를 보고하는 정도이거나 7-9, 개별적인 어음 청력검사 

결과를 보고하였을 뿐이다.10-12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시행한 Mondini 기형을 가진 환자군의 인공 와우 

이식술 후 순음 및 어음검사를 포함한 청력 결과를 시행, 분석하여, 

Mondini 기형 환자군의 술 후 청력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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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ini 기형 환자에서 인공 와우 삽입을 시행할 경우, 술 후 결과를 

예측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현재 유예되고 있는 Mondini 기형 환자의 인공 와우 삽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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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대대대대    상상상상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서 2000 년 1 월부터 2005 년 7 월까지 

인공와우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 중, Mondini 기형이 있는 9 명 중 추적이 

가능한 8 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8 명중 6 명은 언어 습득 전 

소아군이었으며, 1명은 언어습득 후 성인, 1명은 언어습득 전 성인이었다. 

모든 환자는 방사선 검사로 Mondini 기형이 증명된 경우이며,  91 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양측 농(profound hearing loss)환자로, 인공와우 

삽입 전 보청기 사용으로 적절한 청력을 얻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에서 7,8번 뇌신경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의 측두골 고해상도 전산화 단층 촬영(temporal bone HRCT)과 측두 

자기공명영상 (temporal MR)을 통해 Mondini 기형여부를 결정하였다. 

Mondini 기형은 첨부 융합을 보이는 불완전 구획 와우(incompletely 

partitioned cochlear, IP)와 확장된 전정(dilated vestibule), 확장된 

전정도수관(enlarged vestibular aqueduct, EVA)을 모두 지닌 경우로 

정의하였고 13,17, 이 중 확장된 전정 도수관(EVA)은 후반규관 중간부에서 

측정한 전정도수관이 2mm 이상인 경우 선정하였다.14 단순한 불완전 구획 

와우(IP)나 와우부전증, 부분 및 전 반규관 무형성증(partial, total SCC 

aplasia)을 포함한 전정미로기형(vestibular labyrhinthine abnormality)은 

배제하였다.16  



 - 5 - 

2. 2. 2. 2. 방방방방    법법법법        

후향적으로 환자 기록을 검토하여, 각 환자의 수술시 나이, 인공와우 

사용기간을 기술하였다. (표 1.) 수술 중 확인된 안면신경의 주행경로, 

뇌척수액 유출, 모든 전극의 삽입여부와 기타 술 중 합병증과 그에 대한 

처치를 조사하였고, 술 후 합병증은 술 후 감염, 안면마비, 뇌척수액 유출 

등을 조사하였다.  

Mondini 기형 환자군에게 각각 순음 및 한국어 어음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순음 청력 검사는 250,500,1000,2000,3000,4000,6000Hz 의 주파수에 대해 

각각 검사하였다.  

어음 검사는 단음절 동일 음압 단어 50 개로 이루어진 함태영 등의 

어음표를 사용하였으며, 각 음소의 출현 빈도와 난이도가 균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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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 정보 

 Sex Age Type Duration of 

use 

PTA 

(dB) 

SDS 

(%) 

Complication 

1 F 6y5mo PLC 3y7mo 42.5 38  

2 F 5y7mo PLC 2y6mo 42.5 32 
*

Re-insertion 

3 F 5y6mo PLC 1y5mo 32.5 36 Incomplete 

EI(4) 

4 F 5y4mo PLC 1y5mo 41.2 30  

5 M 4y1mo PLC 2y4mo 31.2 40  

6 F 5y6mo PLC 1y5mo 32.5 36 Gush out 

Incomplete 

EI(2) 

7 M 23y6mo PLA 11mo 31.2 0 Gush out 

8 M 63y2mo PoLA 3y6mo 40 32 
**

mastoidecto

-my status  

* 술부감염으로 시행한 인공와우 제거하고, 6개월 후  재삽입한 경우 

** 외이도 후벽보존 유양돌기 절제술 후 상태로, 삽입술 후 유양동은 복부지방으로 폐쇄하였다. 

(PTA: mean threshold at 500,1000,2000,3000Hz on pure tone audiogram, SDS:speech discrimination 

score with monosyllabic words, PLC:prelingual child, PLA:prelingual adult, PoLA:postlingual adult, 

Incomplete EI:incomplete electrode insertion(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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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수술수술수술수술    소견소견소견소견    

 

표 2. 에서와 같이 외림프액 분출은 전체 8명 중 2명(25%)에서 있었

는데, 모든 경우에서 수술 시 근육이나 근막 조각으로 외림프액 분출을 

막을 수 있었으며, 술 후 뇌압상승 및 뇌막염의 징후나 요추 배액

(lumbar drainage)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었다. 

수술 중 안면 신경와를 개방하기 힘들 정도의 안면신경 주행이상은 관

찰되지 않았으며, 모두 안면 신경와를 개방한 후 정원창 전하부 갑각부

위에 와우공을 만들어 전극을 삽입할 수 있었다. 

전극을 완전히 넣지 못한 예는 8명 중 2명(25%)에서 있었는데, 모두 

와우 불완전분할로, 삽입시 전극의 전진이 불가하였던 경우로 13개의 전

극 중 각각 2개, 4개의 전극이 남아 있었다.  

 

 

표 2.     Surgical finding 

Finding No (명) 

Perilymph gush out 2 

Incomplete inser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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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합병증합병증합병증합병증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 뇌막염, 또는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1례에서 삽입부위 감염으로 술 후 9개월에 삽입한 인공와우를 

전극을 제외하고 제거하였고, 균 감수성 검사상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

균이 확인되었다. 이 환아는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6개월 후 인공와

우를 재삽입하여 추가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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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순음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표 1. 에서와 같이 8명의 술 전 농(profound hearing loss)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모든 환자에서 술 후 평균 순음 청력의 향상을 

보였다. 

3,5,6,7번 4명의 환자는 경도 난청을 보였으며, 청력 역치는 모두 33dB 이

하였다. 또한 나머지 1,2,4,8번 4명의 환자는 술 후 중등도 난청을 보였으

나, 이들의 청력 역치는 모두 43dB 이하로, 술 전에 비해 현저한 순음 청

력개선을 보였다. 

모든 환자에서 500,1000,2000,3000Hz에 대한 각각의 순음역치를 측정한 

결과, 주파수 별 역치 차는 10dB 이내로, 주파수 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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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ostoperative pure tone test in patients with Mondini mal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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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술술술술    후후후후    어음검사어음검사어음검사어음검사    

 

단음절 한국어 어음 인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7번 환자를 제외한 7명의 환

자에서 30% 이상의 어음 변별력을 보였다. (그림 2.) 

언어 습득 전 소아군 6명은 모두 30에서 40%로 비슷한 어음변별력을 보였

다. 

8번 환자는 언어 습득 후 성인 환자(post-lingual adult)로, 32% 의 어음 변

별력을 보였으며, 이는 언어 습득 전 소아군 환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

이다. 

7번 환자의 경우 유일한 언어 습득 전 성인환자(pre-lingual adult)로, 전혀 

어음변별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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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Postoperative speech perception test  in patients with Mondini  

malformation (Speech disrimination score at open set test with 

monosyllabic korean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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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첫째, 적절한 수술 중 처치로 인공와우 이식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수술 소견에서 6 번, 7 번 두 명의 환자들에서 수술 중 외림프액 

분출을 보였으나, 술 후 순음청력 검사상 다른 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7 번환자가 어음검사상 어음변별력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언어습득 전 성인 환자군의 언어중추 미숙으로 인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인다. 전정 도수관 확장이나 Mondini 기형을 가진 환자에서는 

사상판(Lamina cribrosa)의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 와우 개창술 부위로 

내이도내의 뇌척수액이 나오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외림프액 

분출에 대한 처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보이지 않아 

인공와우 삽입술 시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수 전극의 불완전삽입을 보인 3,6 번의 환자에서 시행한 순음검사상 

다른 환자와 특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50Hz 에서 6000Hz 이르기까지 

큰 역치 차를 보이지 않아, 조율(mapping)과정에서 적절한 관리가 

시행된다면, 술 후 청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잡음내 어음 청력(speech perception in noise) 및 음악 인지력과 같은 

전극의 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여러 항목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인공와우 이식술로 모든 환자에서 순음 청력의 개선을 얻었다. 순음 

청력 검사를 시행한 모든 환자에서 모두 43dB 이하의 청력역치를 보였으며, 

이는 술 전 모든 환자가 양측 청력역치 91dB 이상의 농 환자였음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순음청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기형을 가진 



 - 12 - 

전농 환자들이 환경음을 감지함으로써, 화재나 교통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인공와우 이식술 후 양호한 어음변별력을 보였다. 최근까지 발표된 

외국의 내이기형 환자의 어음 청력 결과에서는, 확정 전정도수관만을 지닌 

환자 2 명에서 시행한 단음절 개방형 어음검사에서 8%,12%의 어음변별력을 

보였고, 단순 와우 불완전 구획만을 가진 환자 1 명에서 44%, Mondini 

기형을 가진 4 명의 환자에서는 12%에서 84%의 다양한 어음변별력을 

보였다 15.  

본 연구에서 국내 환자들에게 시행한 한국어 단음절 개방형 어음검사에서는, 

언어 습득전 소아군 및 언어습득 후 성인 환자 전체에서 30 에서 40% 

사이의 양호한 어음 변별력을 보였다. 비록 증례수가 적어 각 기형간의 

어음 변별력 간의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이는 단순 불완전 와우구획 및 

단순 확장 전정도수관 환자들의 성적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Mondini 기형을 가진 환자들의 인공와우 이식술이 

큰 합병증없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단순한 전정수도관 확장이나 불완전 

구획만을 지닌 환자군처럼 좋은 순음 청력 향상과 양호한 어음변별력을 

보였으므로, 이들 환자군의 인공와우 삽입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술 후 청력결과를 순음 청력검사와 

단음절 한국어 어음인지 검사만을 통해 비교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는 

나이와 수술시기 등이 다양한 8 명의 환자군에게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다른 검사방법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개방형 문장을 이용한 

어음인지 검사나 듣기 영역의 언어평가는 각 언어연령에서 다른 문장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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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때문에 환자군간 상호 비교가 어려웠으며, 측정 방법 상 검사자에 

따라 검사 결과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단일화되고 정형화된 어음 인지 검사를 제작하고, 여러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기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여, 다기관적인 자료 수집 및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Mondini 기형을 지닌 환자군과 정상 내이를 지닌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군과의 순음 및 어음 청력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이는 현재까지 정상 내이를 지닌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군에 대한 청력 결과 

자료 정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 후 원내 및 국내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충분한 양의 환자수가 확보된다면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비교 분석도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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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내이 Mondini 기형을 동반한 환자의, 인공와우 수술에서 수술 중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외림프액의 분출은 수술 중에 충분히 

조절 가능했다. 또한, 소수 전극의 불완전 삽입은 술 후 청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수술 후 모든 환자에서 순음 청력이 성공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개방형 단음절 한국어 어음 인지 검사에서 성공적인 어음 

변별력의 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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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ring results of patients with Mondini malformation 

after cochlear implantation 

 

Min Bum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n Sang Lee) 

 

Cochlear implantation is not readily recommended to patients with Mondini 

malformation because postoperative hearing results are variable and operative 

techniques are difficult. To assess the audiologic and surgical outcomes for cochlear 

implant patients with Mondini malformation,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charts of eight patients who were determined as having Mondini malformation on 

computed tomography or tempor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underwent 

cochlear implantation at Severance Hospital of Yonsei University from 2000 to 2005. 

Perilymph gush-out through the cochleostomy was encountered in 2 of 8 patients. All 

leaks were controlled intraoperatively with temporalis muscle plugs or fascia with 

fibrin glue. There were no cases of postoperative facial nerve palsy, meningitis or 

revision surgery. Incomplete electrode insertion occurred in 2 patients. Comparis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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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and postoperative pure tone audiograms showed that the hearing threshold was 

improved to 31 dB to 43dB in all patients who had profound hearing loss before 

cochlear implantation. In open-set speech perception tests, all patients received a 

speech disrimination score of 30 to 40% except one prelingual deaf patient. 

Considering these results, cochlear implantation can be more widely recommended in 

patients with Mondini malformation.  

 

Key words : cochlear implant, Mondini malformation, hear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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