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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pproaches have been applied to surgery of vestibular schwannomas (VSs) and
preservation of hearing, when possible, has been one of important goals of VS surgery. In
recent years,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restore damaged hearing with implants,
going beyond simple preservation of hearing, in addition to tumor removal. We present a case
of a 40-year-old male who had a 7-mm intracanalicular VS with profound ipsilateral hearing
loss. The patient underwent nonmastoidectomy endoscopic transcanal infrapromontorial tumor
removal with concurrent cochlear implantation on the ipsilateral side, without any complication
during or after surgery. Postoperative pure-tone audiometry showed notable improvement to
21 dB HL. With this approach, the infrapromontorial corridor provided space to remove the
tumor and most of the normal cochlear structure was preserved, allowing stable insertion of
a cochlear implant electrode. This case suggests that nonmastoidectomy infrapromontorial
approach and concurrent cochlear implantation can achieve both minimally invasive tumor
removal and restoration of hearing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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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 CASE REPORT

내이도는 신경이과학적 영역에서 접근과 수술이 가장 힘든 부

40세 남자가 좌측의 작은 청신경종양으로 경과 관찰하던 중 3

위 중 하나로 꼽히는데,[1] 이로 인해 청신경초종의 미세수술에

일 전부터 갑자기 악화된 동측의 청력 저하로 내원하였다. 약 2년

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 청력

전 양측의 중등도 난청으로 타원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magnetic

의 상태에 따라 경미로(translabyrinthine) 접근법, 후S자 정맥동

resonance imaging, MRI) 시행 후 좌측 내이도 원위부에서 4 mm

(retrosigmoid) 접근법, 중두개와(middle cranial fossa) 접근법이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발견하였고, 보청기를 사용하며 경과 관찰 중

시행되었는데, 최소침습적 수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경외이도 경갑

이었다. 수년 전 위암으로 수술받은 과거력이 있었고 어지럼 등 기

각 접근법(transcanal transpromontorial approach, TTA)과 같이

타 증상은 없었으며 양쪽 고막은 정상이었다. 내원 당시 순음청

수술의 범위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법도 고안되었다.[1-

력검사상 우측 고도 난청, 좌측 농 소견이었고(Fig. 1A), 우측 어

3] 또한 내시경의 사용으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외이

음명료도는 보청기 미착용 시 최적안정역치(most comfortable

도를 보존하며 복부 지방 등 타 부위 조직의 이식이 필요 없는 방법

loudness level, MCL) 98 dB에서 24%, 보청기 착용 시 MCL 70

도 개발되었다.[3]

dB에서 48%였다. 좌측 어음명료도는 보청기 미착용 시 측정 불가

청신경초종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약 90% 이상의 환자에서 환

하였으며 보청기 착용 시에도 MCL 76 dB에서 6% 소견을 보였다.

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데,[4] 수술 시 청력을 보존하

MRI상 종괴의 크기는 7 mm로(Fig. 2) 2년 전보다 증가한 상황이

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근래에는 수

었다. 이에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과 좌측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

술 시 청력의 보존을 넘어 수술 전 이미 손상된 청력을 회복시키

술을 추가 시행하였으나 2개월간의 치료와 추적관찰에도 호전은 없

는 방법도 모색되어 왔고, 앞서 언급한 최소침습적 수술법들과 이

었다. 환자는 종양의 제거와 함께 청각 재활을 원하여 좌측에 경외

식형 기기 삽입술의 결합으로 수술 범위의 최소화와 청력 회복

이도 갑각하 접근법을 통한 종양 절제와 유양동 삭개술 없이 인공

의 동시 달성이 가능해졌다.[5-7] 이에 본 저자들은 유양동 삭

와우 동시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 없이(nonmastoidectomy) 내시경을 이용하여 경외이도 갑각하

먼저 후이개 절개선을 후상방으로 2.5 cm가량 연장하여 피부

(transcanal infrapromontorial) 접근법을 통해 청신경초종을 제거

를 절개하고 고실외이도 피판을 거상하여 외이도 골부를 노출시켰

하고 인공와우 이식술(cochlear implantation)을 동시에 시행한 증

다. 드릴로 외이도를 넓히고 내시경을 삽입하여 중이에 접근한 후

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이소골을 제거하였다. 와우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존하면서 기저
회전의 하부 일부를 최소한으로 드릴링하였고, 와우-전정 접합부

Fig. 1
A

B

(A) Preoperative pure-tone audiogram.
Severe sensorineural hearing loss on
the right ear and profound hearing
loss on the left are shown. Aided
thresholds with hearing aids are also
shown. (B) Postoperative aided puretone audiogram with cochlear implant
on the left side (labeled "ACI") and
a hearing aid on the right. The left
side shows a significantly improved
threshold of 21 dB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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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lear-vestibular junction)를 이루는 골부(Fig. 3A)를 제거하

기를 고정하고 전극은 드릴링한 경로를 따라 놓으면서 정원창 입구

여 내이도 기저부(fundus)를 확인하고(Fig. 3B) 개통하였다. 이 과

로 삽입하였다(Fig. 3E). 내이도를 폐쇄한 연부조직과 인공와우의

정에서 형성된 갑각하 통로(infrapromontorial corridor)를 통해 종

전극은 생체조직 접착제(bioglue)로 고정하였으며, 이주연골을 사

양을 모두 제거하였고(Fig. 3C), 와우신경과 안면신경이 손상 없

용하여 고막성형술 시행 후 피부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

이 보존된 것을 내시경과 안면신경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Fig.

료하였다. 수술 시간은 전 과정에 약 200분이 소요되었고 종양 제

3D) 내이도는 연부조직과 이주연골막을 사용하여 폐쇄하였다. 이

거는 100분 내로 완료되어, 경미로 접근법 등에 비하여 약 2시간

후 외이 후방 45도 방향의 측두골에 인공와우(Nucleus CI622;

이상 단축되었다.

Cochlear, Sydney, Australia)의 수신기(receiver) 삽입부와 함께

수술 후 환자는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경안와 촬영(transorbital

외이도 방향으로 전극의 경로를 드릴링하였으며, 해당 부위에 수신

X-ray)에서 인공와우의 전극은 와우 내에 잘 위치하고 있었으며

Fig. 2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Yellow arrows indicate a
7-mm intracanalicular tumor showing
high signal in T1 enhanced images.

A

B

Fig. 3
A

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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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Cochlear-vestibular junction (asterisk) skeletonized
before removal. pr: protomtory, rw: round window, ow:
oval window. (B) The fundus of the internal auditory
canal is revealed after the cochlear-vestibular junction
is removed. fu: fundus of the internal auditory canal.
(C) The tumor is removed through the infrapromontorial
corridor. tu: tumor. (D) The cochlear nerve and the
facial nerve are preserved. cn: cochlear nerve, fn: facial
nerve. (E) Microscopic view of cochlear implant electrode
being inserted through round window inlet.

(Fig. 4A) 안면마비나 어지럼 등 주요 합병증은 없었다. 5일 후 시

하였다. 종양에 대해서는 경과관찰이나 방사선수술도 고려할 수

행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상 내이도에

있었으나, 추후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방사선수술 후 주변 조

특이 소견이 없고 인공와우의 전극도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

직의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신경이 압박되면서 인공와우의 기능이

였다(Fig. 4B, 4C). 조직검사 결과로는 신경초종이 확인되었다. 2

저하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경과관찰이나 방사선수술, 혹은 병

주 후 인공와우를 활성화하였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36 dB HL

변 반대측 인공와우 이식의 경우 장기간 MRI 추적관찰을 위해 주

의 청력 역치를 보였고 임피던스 검사상 모든 전극에서 정상 소견

기적으로 인공와우의 자석을 제거해야 할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이후 추적관찰에서 환자는 불편감 없이 인공와우

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양의 완전한 수술적 제거를 목표로 하

를 잘 사용하고 있으며, 청력검사에서도 순음 역치가 21 dB HL로,

였다.

어음명료도가 MCL 60 dB에서 75%로 향상되어 양호한 경과를 보
이고 있다.

저자는 내시경을 이용하면서 경외이도 갑각하 접근법을 적용하
여 작은 크기의 내이도 내 청신경초종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청
력의 회복도 도모할 수 있었다. 기존의 경미로 접근법에서는 유양

▒ DISCUSSION

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골 드릴링이 필요하였으나, 본 증례에서는
유양동의 삭개 없이 외이도를 통해 중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

청신경초종의 제거와 인공와우 동시 이식은 1995년 Arriaga와

었고 이를 통해 최소침습적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Marks [8]가 양측 난청을 동반한 환자에서 경미로 접근법을 이용한

저자의 경험상 경미로 접근법을 통한 청신경초종 제거와 인공와우

증례로 최초 보고하였고, Ahsan 등[9]과 Arístegui 등[10]은 양측

동시 이식술을 시행한 환자에서[6] 3-4년 후 청력이 다시 저하되

난청이 있는 제2형 신경섬유종 환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하였

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미로절제 후 와우와 주변 조직의 골화나

다. 이후 일측 청력 저하를 동반한 중간 크기 이하의 종양에서도 증

섬유화가 발생하면서[13,14] 인공와우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추

례들이 보고되었으며,[5,6,11] Rubini 등[12]은 본 증례에서 사용

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환자에서는 수술 범위를 줄이고 정상

된 경외이도 갑각하 접근을 통한 내이도 종양 제거와 인공와우 동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갑각하 접근법을 통해 수술을 시

시 이식술을 소개하였다.

행하였다.

본 환자에서 저자는 수술 후 청각 재활을 고려하여 병변측인 좌

내시경만을 이용한 경외이도 경갑각 접근법(exclusive

측에 인공와우 이식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반

endoscopic TTA, EETTA)에서도 유양동의 삭개가 필요하지는 않

대측(우측)에 보청기 착용 시 순음 역치 48 dB, 어음명료도 48%

으나, 이 경우 경갑각 접근 과정에서 와우를 드릴링하게 되어 청력

(MCL 70 dB)의 청력이 남아있던 상태로, 우측의 청력은 보청기로

의 보존이나 인공와우를 통한 청력 회복이 불가능하다. 저자는 갑

재활하고 좌측에 인공와우를 이식함으로써 양이청을 도모하기로

각하 접근법으로 기저회전의 하부 일부만을 최소한으로 드릴링하

Fig. 4
A

B

C

Postoperative images.
Both transorbital X-ray (A) and computed tomography (B) images show the cochlear implant electrode properly placed in the left cochlea (yellow arrows). (C) The drilled down
cochlear-vestibular junction (yellow arrowhead) provided an access to the internal auditory canal for tumor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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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와우축(modiolus)을 포함한 정상 와우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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