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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도난청환자에서 인공와우에 의한 전기자극이 이명에 미치는 영향

이명에 대한 인공와우의 효과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 보고되어 왔다. 본

실험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고도난청 환자 중 인공와우

를 시술하고 이명을 가지고 있는 환자 20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인공와

우이식을 통한 전기자극이 이명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관련되는

인자와 유형을 조사하였다. 검사방법은 수술 전후 이명의 증감정도를 표시

하게 하였고 측정은 다양한 조건하에서 시행하였으며, 변형된 McKerrow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인공와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장착

한 귀에서의 이명의 억제효과는 67%, 인공와우를 장착하지 않은 귀에서도

63%에서 이명의 억제를 보여 한쪽의 전기자극은 양쪽의 이명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인공와우를 통하여 차폐음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공와우를 이

식한 귀에서는 약 89%에서 이명의 호전을 보였고, 이식하지 않은 귀에서는

63%의 이명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인공와우이식 전후의 이명이 일상생활

에 미치는 효과는 이식한 귀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향상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으며, 이식하지 않은 귀에서는 79%에서 일상생활의 향상을 보

았다고 하였다. 전기적 자극이 이명억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와우에 가까

워야 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야 하고, 청력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

다. 인공와우의 장착으로 이명의 감소가 있는 것은 다른 전기장치가 이명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 인공와우, 이명, 전기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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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난청환자에서 인공와우에 의한 전기자극이 이명에 미치는 영향

<지도 김 희 남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강 성 석

I . 서 론

외부의 음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형태의 음을 본인 자신만이 감지하

는 자각적 이명(subjective tinnitus )은 Hippocrates시대부터 기록되어 온 이

비인후과 영역에서 흔한 증상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명에 대한 통

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 성인의 1/ 4내지 1/ 3에서 간헐적

인 이명이 있으며 약 1%에서 지속되는 이명이 있고 0.5- 1%에서 이명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 자각적 이명은 청각기관

과 주위 기관의 이상으로 주로 발생되며 이는 중추청각기관으로 진행되면서

변화하고 또한 변연계(limbic sy stem )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이명을 감지하게 된다2 . 이러한 자각적 이명의 병인에 대한 정

설은 없으며 또한 치료법도 다양한 실정이다.

이명을 억제하는 기전중 전기적 자극이 이명을 억제한다는 것은 여러 사

람들에 의해 밝혀져 있다. 전기자극을 주는 방법으로는 피부를 통한 방법

(transcutaneous ), 고막을 통한 방법(tympanic membrane stimulation ),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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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정원창을 통한 방법(promontory and round window stimulation ) 그리

고 와우내 자극(intracochlear stimulation )등이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만족

할 만한 성과는 보고되지 못했다.

1960년에 Hatton등이
3

고도난청환자에서 전기적 전류가 이명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1981년에 Aran 및 Cazals가4
정원창에 직접 전기

적 자극을 준 것이 와우표면에 준 자극보다 이명에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했으며, 또한 전기적 자극에 억제되는 이명은 말초성 기원이라고 주장

하였고, 억제되지 않는 이명은 중추성 기원이라고 주장하였다. Chouard등은
5

이주(tragus)나 귓바퀴 뒤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47%의 이명감소효과를 보

고한 바 있다. 1985년에 Vernon 및 Fenwick 이6 preauricular region과

postauricular region에 경피성의 전기적 자극을 주어 22%에서 이명감소효

과를 보고하였고, 1983년에 Portmann등이7 정원창에 양극의 전류를 줘서

66%의 이명감소효과를 보았고, 이때 이명감소효과는 전기적 자극 주는 동

안 나타났으며 자극 후에는 이명이 다시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실험전보다

이명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인공와우 이식술에 의한 이

명효과에 대하여 1981년에 House 및 Brackmann이8 이명을 동반한 인공와

우이식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이명억제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1987년

에 Sininger등이9 인공와우이식술을 받은 환자에서 이명억제효과를 보고하

였고, 이 환자들은 낮은 주파수에서는 정상 청각소견을 보였고, 높은 주파수

에서는 고도난청소견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87년에 Kuk등이10 고

막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이명감소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상과 같이

전기자극에 의한 이명의 효과는 전기자극의 변수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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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자는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와우를 시

행한 전후의 이명억제효과와 인공와우 시행 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전기적 자극의 위치에 따른 이명억제효과와 억제유형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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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대 상 및 방법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학 교실에서 난청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전 이명을 동반

한 환자 20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남자는 9명(45%), 여자는 11명

(55%)이었고, 평균나이는 40.3세였고 인공와우장착기간은 평균 19.2개월이었

다.

검사방법은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이명의 자각적 증감정도를 6(1에서 6)등

분하여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술 전후의 이명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0

은 이명을 못 느끼는 경우, 1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도의 이명, 2는 약

간 성가신 정도의 경도의 이명, 3은 신경이 쓰이는 중등도의 이명, 4는 신경

이 많이 쓰이고, 매우 성가신 중등고도의 이명, 5는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고

도의 이명, 그리고 6은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아주 심한 고도의 이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11 (T able 1). 이명의 변수로서 크기(loudness ), 기간

(duration ), 성가신 정도(annoyance)를 들 수 있는데 크기에 대해 수술 전후

의 증감정도를 비교하였다. 장치에 대한 효과로 수술 전후의 이명의 억제효

과를 완전억제, 부분억제 그리고 효과 없음으로 환자들에게 기술하게 하였

다. 또한 편측의 이명이 효과가 있는지 양쪽 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반대

편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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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 Scaling of tinnitus loudness

S cale Description s

0 No tinnitu s

1 Mild (n egliable )

2 Mild (slight ly n erv ou s )

3 M oderat e (nerv ou s )

4 M oderat e - sev ere (n erv ou s & irr it able )

5 S ev ere (in som nia )

6 Profoun d (suicide )

측정방법은 다양한 조건하에서 시행하였으며, 변형된 McKerrow 방법을

사용하였다1 1 . 처음 5분간은 장치(device)를 안 한 상태에서 이명의 정도

(tinnitus loudness)를 측정하였고, 그 후 10분간 장치를 볼륨 0에 놓고 측정

한 후 그리고 다음 20분간 다양한 소음(pure tone, narrow band noise,

broad band noise)을 50dB 정도의 크기로 준 상태에서 이명의 정도를 측정

하였다. 그 후 어떤 소리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0분간 이명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청력소실의 원인으로는 이독성약물에 의한 경우가 7례(35%)로 가장 많았

으며, 두부외상은 4례(20%)였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6례(30%)있

었다. 이명의 유병기간은 평균 13.2년이었다(T 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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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Biographic data of implant patient s

P at ient s S ex A g e
Cau ses of

deafness

Duration of

device u se

Lat erality of

t innitu s

Durat ion of

tinnitu s

RH

Rt Lt

P 1 F 53 ot ot ox icity 37m s bilat er al 20y s +

P 2 F 33 ot ot ox icity 10m s bilat er al 5y s +

P3 F 34 unkn ow n 16m s bilat er al 6y s +

P4 F 29 head tr aum a 11m s bilat er al 15y s -

P5 F 61 ot ot ox icity 40m s bilat er al 30y s +

P6 F 28 unkn ow n 18m s bilat er al 5y s -

P7 F 23 ot ot ox icity 36m s bilat er al 13y s -

P8 F 39 ot ot ox icity 5m s bilat er al 30y s -

P9 M 52 labyrin th it is 11m s bilat er al 40y s -

P 10 M 34 head tr aum a 14m s bilat er al 3y s +

P 11 M 33 F UO 12m s bilat er al 7y s -

P 12 M 42 head tr aum a 3m s bilat er al 9y s -

P 13 M 24 ot ot ox icity 24m s ipsilater al 13y s -

P 14 M 59 head tr aum a 7m s contr alateral 2y s -

P 15 M 32 ot ot ox icity 24m s contr alateral 5y s +

P 16 F 60 ot ot ox icity 37m s bilat er al 31y s +

P 17 F 26 unkn ow n 24m s bilat er al 16y s +

P 18 M 49 unkn ow n 15m s bilat er al 6y s +

P 19 F 45 unkn ow n 24m s bilat er al 9y s +

P 20 M 51 unkn ow n 15m s bilat er al 10y s +

FUO : fever undetermined origin

RH : residual hearing

: implanted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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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결 과

1. 이 명에 대한 장치 의 효 과

본 연구에서 장치(device)의 볼륨을 off한 상태에서는 장치를 부착한 귀에

서 완전한 이명의 소실이 28%에서 보였고, 부분 호전은 39%에서 보여 장

치를 부착한 귀에서의 이명 호전은 67%에서 있었다.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반대쪽 귀에서도 26%의 완전한 이명 소실 효과를 보였고, 37%에서 부분적

인 이명 호전의 효과를 보여 63%에서 이명의 호전을 보였다(T able 3).

T able 3. Effect of device- off on tinnitus

Effect Ipsilat er al

(N =18)

Contr alater al

(N =19)

Com plet e relief 5(28% ) 5(26% )

P art ial relief 7(39% ) 7(37% )

No effect 6(33% ) 7(37% )

2 . 이 명에 대한 전기 자극 의 효 과

장치(device)의 볼륨을 on한 상태에서는 장치를 장착한 귀에서 33%에서

완전한 이명의 소실을 보았고, 56%에서 이명의 부분호전을 보았다. 그중

11%만이 이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이명에 대한 호전은 약

89%에서 보였으며,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반대쪽 귀에서는 26%의 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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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호전을 보였고, 37%에서는 이명의 부분적인 호전을 보였다. 하지만 장

치를 켜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37%에서는 이명에 대한 증상호전은 나

타나지 않았다(T able 4).

T able 4. Effect of device- on on tinnitus

Effect Ipsilat er al

(N =18)

Contr alater al

(N =19)

Com plet e relief 6(33% ) 5(26% )

P art ial relief 10(56% ) 7(37% )

No effect 2(11% ) 7(37% )

3 . 이 명억 제효 과의 여러 가지 유형

장치의 볼륨 조절기의 on - off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유형은 이명이 완전

히 소실되는 형(Fig 1), 부분적으로 억제되는 형(Fig 2) 및 효과가 없는 형

(Fig 3)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한편 여러 가지 차폐음으로 자극하였을 때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쪽에 효

과가 있는 형(Fig 4), 착용한 쪽과 착용하지 않은 쪽이 공히 효과가 있는 형

(Fig 5) 및 착용하지 않은 쪽이 더 효과가 있는 형(Fig 6)으로 대별되었다.

9



10



11



12



4 . 인 공와 우이 식 전 후 일 상생 활에 서 이 명의 변화

장치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이명의 변화를 보면 착용한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일상생활의 향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장치를 장착

하지 않은 쪽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한 경우가 4 례였으며 대부분에서는 부

분적인 이명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였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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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이명은 아직까지 병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았고 청각기관 외에 변

연계 및 자율신경계 등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증상과 치료 방법도

다양하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약물요법, 수술요법, 상담

지도, 보청기, 이명차폐기 및 회피요법 등이 쓰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명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다. 18세기 초반에 전기적인 자극

으로 이명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전

기적 자극(직류, 교류)을 피부, 외이도, 와우창, 그리고 정원창을 통해 준 결

과 이명이 억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12 - 15 . Aran 등은13 직류를 통한 전기적

자극일 경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직류의 조직 손상과

신경 손상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연구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교류에 의한 전기적 자극으로 인한 이명감소효과는 Shulman 15과 Kuk10 등

에 의해 22%에서 50%까지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감소효과는 짧은 기

간동안만 유지되고, 와우와 가까워질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기적 자극이 이명감소에 미치는 기전으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교류(alternative current )는 와우내 전압(endocochlear potential)을

변형시키고, acoustic masking" 으로 설명하고 있다7 . 또한 직류(direct

current )에 의한 이명감소는 와우신경뉴우런의 과분극(hyperpolarization )으

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뉴우런의 전기적 방출을 억제한다고 설명하였

다.

1953년 Djourno, Eyries가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이후 인공와우이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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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청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술식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진보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84년 House Otologic Group에서
9 ,16 Single- channel 인공와우이

식술을 받은 환자 중 53%에서 이명감소효과를 보고하였고, 다른 유사한 보

고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들은 이명의 성격이나 정도 등 구

체적인 연구가 아니고 단지 이명의 유무만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인공와우를 이식한 환자의 대부분에서 이명억제효과를 보았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명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였다.

전기적 자극이 이명억제효과를 일으키는 기전에 관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가

설로는 1971년에 Feldman등은17 이명을 일으키는 자발적인 활동을 막는 신

경학적 기전이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명억제의 효과는 전기적 자극

의 강도와 기간에 더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유모세포(hair cell)가 온전한

경우에는 전기적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전기음성의(electrophonic) 효과는

masker"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보고도 있으나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유모세포가 소실된 경우가 있어 이 주장이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또한 반대편 이명도 억제되는 것은 말초성 자극에 의한 효과가 결국

이명억제를 일으키는 중추에 도달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명억제를 일으키는 주파수(channel)와 음조(pitch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행해졌다. 양극의 직류가 이명억제에 가장 효

과적으로 보고되었지만 현재는 신경학적 손상과 난청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

에서의 부적합성 때문에 쓰이지 않고 있다. 경피성 전기자극이 이명억제에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그 결과는 다양하며, 이는 아마도 신경세포로부터 자

극부위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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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와우창과 정원창에 직접 전기자극을 준 경우에 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신경세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인공와

우는 10μA에서 1.75mA 정도의 전기적 자극이 주어진다. 전기적 자극이 이

명환자에게 억제효과가 있는지, 그 인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전기적 자

극의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즉 전기적 자극의 특성으로 극성(양극, 음

극), 주파수(frequency ), 파형(waveform ) 그리고 강도(intensity )등이 있다.

Hatton등에
3

의하면 양극의 직류(anodal direct current )가 가장 이명억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적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기적 자극을 제시해야한다. 본 실험에서와

같이 인공와우에서 이명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인공와우장착이 와우내

에 전기적 자극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와우내에 전기적 자

극을 주기 때문에 적은 양의 전기적 자극으로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

되며, 이것은 전기적 자극의 위치가 이명억제에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되며

인공와우 이식술 후 청각회복에 따른 정신적 변화도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명억제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기적 자극이 모든 이명

환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공와우가 와우내 미치는

전기적 자극이 틀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인공와우가 와우내 들

어가는 전극이 틀리고 남아 있는 청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기적 자극의 이명억제효과가 임상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

건이 수행되어야 한다. 먼저 이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와우에 효과적으

로 전기적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전기적 자극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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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기적 자극의 강도와 위치가 먼저 정해져

야한다. 위치는 와우에 가까울수록 적은 전기적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기적 자극의 강도도 위치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

째,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직류인 경우 정상적인 조직에 대한 손

상이 의심이 되어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다. 교류는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자극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

째, 청력을 보존할 수 있어야한다. 많은 경우 청력이 정상인데도 이명이 있

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전기적 자극이 와우나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 경

우 청력에 손실을 줄 수 있다. 청력을 보존하면서 전기적 자극을 줄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명은 주관적인 증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저자는 환자들에게 인공와우이식 수술 전후의 이명의 정도

를 분석하였고 효과적인 전기자극이 이명의 치료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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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이 실험은 전기적 자극이 이명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이명을

가진 난청환자중 인공와우이식을 시술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전기적 장치를 on한 상태에서는 더 많은 이명억제효과를 보였고, 이명의 억

제 효과는 양측에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치료결과를 보였으며, 이

치료가 모든 환자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

이 79%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명의 억제 효과를 보았다고 한 결과를 볼 때

인공와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이 이명의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적 자극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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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 t

T h e e ffe c t of e lec tric al s t im u lation on t in nitu s in th e

pro foun d de af

S e on g S e ok K an g

D ep artm ent of M edicine

The Graduate S chool, Y ons ei Univers ity

(Directed by Professor Hee Nam Kim )

T innitus is one of the most obscure pathologies . T here is no

univer sally proved treatment modality for tinnitus . T he beneficial effect s

of cochlear implant on tinnitus have been noted in several studies .

Electrical st imulation , by means of the cochlear implant , has various

effect s on tinnitus in the profound deaf. T w enty patient s fitted with

cochlear implant device w ere studied. T he effect s of use of the implant

device on tinnitus w ere monitored, and suppression of tinnitus w as

tracked throughout periods of stimulation and post stimulation . T innitus

w as effectively suppressed in 67% on implanted ear , also in 63%

non- implanted ear . Under electrical stimulation, t innitus w as effectively

suppressed in 89% on implanted ear , also in 63% non - implanted 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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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the majority of the patient s thought that their cochlear implant

w as helpful in tinnitus suppression , especially in the ear with the

implant . In order to apply the electrical stimulation to control the

tinnitus , the electrical stimulation should be safe and preserved the

hearing . T he author thought that the other electrical stimulation may be

helpful on tinnitu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 ey w ords : tinnitus , cochlear implant , electrical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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