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증 평가
폐쇄증 및 소이증과 연관된 청
력 손실은 소리에 대한 위치 감
지, 소음 중의 듣기 능력, 학업
성적, 근무 업적 및 언어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증세가 있는 실질적으
로 모든 환자들에게 수술을 통
해 만든 외이도 또는 특수 청각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청각을
복원시키는 기술이 존재합니
다.
설명해 드린 데이터에 의존한
각 개별 환자에 대한 평가가 가
능합니다. 조기 치료는 최적 결
과에 대한 확률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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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esiarepair.com
1900 University Avenue, Suite 101
East Palo Alto, CA 94303
phone: (650) 494-1000 fax: (650) 322-8228
email: atresiarepair@cale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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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필수 사항
폐쇄증이 있는 각 환자는 각기 다릅니다. Dr. Roberson은 적절한 데이터와 검사를 통하여
대체 방법, 성공 확률, 위험과 보상이 있는 치료 및 미래의 발진 등을 포함한 여러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근무 업적은 두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평가를 위하여는 다음의 세 개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이는 폐쇄증 안에 존재하지만 소리는 이도 및
고막의 부재로 인하여 청력 신경에 도달하지 못합
니다

전세계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 중의
한 곳 또는 필요한 데이터를 폐쇄증
및 소이증 재건을 위한 국제 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Atresia
& Microtia Reconstruction
로 보내시면 평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를 위한 최소 데이터는 다음입니다:

•
•

청력 검사
측두골 CT 스캔
“(2.5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
병력
•
관심이 있으신 환자들은 이 데이터를
컨퍼런스로 가져 오시거나 다음의 주
소로 송부하셔서 무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tresia Evaluation c/o Cheryl Medina
1900 University Avenue, Suite 101
East Palo Alto, CA 94303 USA

1.

청력 검사

청력 검사는 내이에 청력 신경 기능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거의 모든 폐
쇄증의 경우에 있어서 청력 손실은 그 성격이 “전도성”이 있으므로 소리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하고 고막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습니다. 내
이를 재건할 수 없는 일부의 경가우에 있어서는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소리
가 방해물을 비켜가게 하고 내이를 자극시켜 줌으로써 환자에게 청력을 져
다 줄 수 있습니다. 주: 양 쪽 귀를 시험하면 27%의 경우에 ‘정상적인

Atresia및Microtia

귀’가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증 및 소이증으로 인한 우측 폐쇄증 및 소이증

폐쇄증 및 소이증으로 인한 우측
폐쇄증 및 소이증 전도성 청력 상
실 (정상적 내이 기능)

2 . 내이 CT 스캔

측두골 CT 스캔은 내이의 구조를 보고 또 평가할 수 있
게 합니다. 수술적으로 만든 도관에 대한 가능성을 결
정하기 위하여 등급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성공 확률은
수 천명의 환자를 상대로 한 경험에 바탕을 둔 CT 스캔
등급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른CT 스캔 연령
은 2.5세에 가능합니다. 올바른 스캔에 대한 세부사항
은 atresiarepair.com.

3.

정상 귀

노 운하하 지만 정상내이

구

병력”

폐쇄증 및 소이증은 귀 이외에 다른 부분이 연관된 증
상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 심장, 머리 및 목이
정상인지 또는 귀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
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소아과적 평
가는 증세가 폐쇄증과 소이증 이외에도 존재하는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 필요 여부는 치료 이전
의 안전성 및 평가에 의존합니다. 개별 치료를 위한 계
획이 필수적입니다.

각 환자는 최적의 결과를 위하여 개별적 치료의 개별 계획은 각환자에 대해 설명되어
전담 관리 팀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