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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 병합치료의 효과 판정

<지도교수 봉정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영 섭

목적 : 돌발성 난청환자에 대한 고압산소 병합치료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2010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돌발성 난청으로 이비인후

과에서 입원치료를 한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난청의 정도에 따라 국가

에서 제시한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인정기준인 순음청력 80dB이상

과 미만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을 치료방법에 따라 세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80dB 이상 환자 중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만 받은 환자 군이 47명,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 군이 62명,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주사와 더불어 고압산소 병합치료를 시행한 환자 군이 25명이었으며

구분하였다. 80dB 미만 그룹은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만 받은 환자 군이 53명,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 군이 23명,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주사와 더불어 고압산소 병합치료를 시행한 환자 군이 8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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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검사는 입원하는 날, 5일째 퇴원하는 날, 첫번째 외래 추적관찰인 2주후,

두번째 외래 추적관찰인 1개월 후로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치료효과는 4 분

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역치 상 15dB 이상의 호전을 보일 경우, 그때의 청력

과 처음 청력의 차이 값을 호전 정도로, 그 때의 청력검사 날짜와 첫 번째 청

력검사 날짜의 차이를 청력회복에 걸린 기간으로 구하였다.

그룹 간 일반적 특성은 ANOVA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그룹간 순음청력에 대하여는 ANOVA 및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

다. 청력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Box-Whisker plot을 사용하였고, 호전기간

을 Kaplan-Meier method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SAS v9.4를 이용하였으며,

P-value < 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 80dB 이상에서 치료방법에 따른 세 군을 비교 하였을 때 치료 효과로

판정할 수 있는 순음청력의 차이 및 호전기간은 각각 P-value : 0.0764,

0.2938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80dB 미만 그

룹에서는 순음청력 차이의 평균이 경구 스테로이드 군은 22.19dB, 경구 스테

로이드와 고실내 주사 치료 군은 22.61dB,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주사와

더불어 고압산소 병합치료를 시행한 환자 군에서는 37.71dB로 다른 군보다 고

압산소 병합치료 군에서 효과가 좋았고, 호전 기간에서도 P-value < 0.0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고압산소 병합 치료군에서 빨랐다. 또 주파수별로

분석한 결과 250Hz, 500Hz에서 치료 효과가 가장 컸다.

결론 : 난청의 정도가 고압산소 치료 보험급여 인정기준인 80dB 이상인 환자

는 일반적인 치료에도 청력 회복 가능성이 낮은 그룹으로, 고압산소 병합 치

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금 더 청력 회복 가능성이 높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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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dB 미만의 환자들에게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고압산소치료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심되는 말: 돌발성난청, 고압산소치료, 스테로이드, 보험급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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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

신경성 청력 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1 처음에는 이명이나

이 충만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현기증이 약 20 – 60%에서 동반되지만 이러한

증상은 심하지 않고 보통 수일 내에 소실된다.2

돌발성 난청은 해마다 세계적으로 15,000 예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데 한국

에서도 10만명당 10명 이상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어느 나이에도

올 수 있으나 30 - 50 대에 가장 많으며 대부분 일측성 으로 발생하지만 환자

의 4 - 17%는 양측성으로 발생한다.4

난청의 정도는 1964년 국제 표준화 기구 기준에 따라 25dB HL 이하를 정

상, 26 - 40dB HL을 경도난청, 41 - 55dB HL을 중등도 난청, 56 - 70dB HL

을 중등고도난청, 71 - 90 dBHL을 고도난청, 91dB HL 이상을 농이라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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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청력장애의 유형은 음을 전달하는 기관, 즉 외이와 중이에 병변이 있을

때 초래되는 전음성 난청,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생기는 감각신경

성 난청, 그리고 전음성과 감각신경성난청이 함께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

할 수 있다.5

돌발성 난청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통 2주 안에 회복되어 자연 회복률은

부분적 회복을 포함하면 47 - 63%에 이른다.6 완전 회복은 반대 측 정상 귀와

비교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보통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일 때를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1/3의 환자는 정상 청력을 되찾지만 1/3은 청력이 40 - 60dB

정도 손실되며 나머지 1/3은 청력을 완전히 잃는다.7 난청의 정도가 심할수록

예후는 좋지 않으며, 고음장애나 전 주파수대역에 손실이 있는 경우 회복률이

낮다. 소아나 40세 이상의 성인은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떨어지며, 치료를 늦게

시작했거나 오래된 돌발성 난청은 그만큼 회복률이 낮다.8 나이, 초기 난청의

정도, 발병 후 치료가 시작된 기간, 고혈압 유무가 청력 회복의 예후와 연관이

있다.9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 난청의 정도가 농인 경우에는 완전 회복률이 유

의미하게 낮았으며, 60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완전 회복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고 밝혀졌다.9 또 주파수별로 회복률이 다르다는 연구도 있는데, 실제로 250

Hz 에서 청력회복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연구도 있다.10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내이의 순환 장애설과 바이러스 감염설, 청신경

종양, 이독성 약물, 외상, 자가 면역성 질환, 선천성기형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치료시작 시기, 나

이, 어지럼증 및 이명의 동반 유무, 청력도 유형, 발병 초기 청력소실의 정도

등과 같은 여러 인자들이 치료 반응 및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1 일부에서는 종양이나 두부 외상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는데, 종양으로는

청신경종양이 가장 많으며 청신경종양의 10% 정도에서 돌발성 난청의 양상이

나타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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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과 혈관장애가 주된 발병기전으로 여겨지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발병전 최근에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앓은 사람이 많았다는 점, 환자의 5 - 65%가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

었던 병력이 있었고, 발병 당시 환자의 25%는 상기도 감염증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13 그리고 와우 병변을 유발 할 수 있는 바이러스 혈청변환

빈도가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63%로 정상인의 40%에 비해 높았다.14 또 돌발

성 난청을 앓았던 환자들의 측두골 병리 조직 소견에서 와우내 바이러스 손상

으로 인한 병변이 발견되었다.15 하지만 저자의 선행 연구에서는 HSV(Herpes

Simplex Virus) 재발이 돌발성난청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항

바이러스 추가 치료가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이득이 없었다.16

와우는 우회순환이 없는 미로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혈관장애에

매우 민감하며, 백혈병, 혈관염 등 혈관장애를 동반한 환자에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예는 잘 알려져 있다.17 혈관장애와 NLR(Neutrophil/Lymphocyte) 수치

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바,18 저자의 선행연구에서

NLR, PLT(Platelet) 수치의 분석을 통해 돌발성 난청의 재발을 예측할 수도

있으며19, NLR 수치가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높았다는 것을 밝혔다.20 실험적으

로 유발된 돌발성 난청은 혈관조 모세혈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내이의 저

산소증과 내림프 전위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며, 혈류의 회복과 더불어 청력도

회복된다.14

원인불명의 돌발성 난청에 대한 치료법은 진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

염증제, 혈액순환개선제, 혈관확장제, 항 바이러스제, 이뇨제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그중 스테로이드는 원인불명의 돌발성 난청에 쓰이는 치료제중 유일하게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제제이다.21 모든 형태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작용기전은 와우와 청신경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Wilson 등은

스테로이드 경구 투여로 난청 환자의 61%가 호전된 반면 위약군은 32%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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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되었으며, 90dB 이상 청력이 손실된 환자들은 효과가 없었지만 40 - 90dB

의 난청 환자들은 위약군이 38%, 스테로이드 치료군이 78% 의 회복율을 보여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자들의 회복율이 의미있게 높았다는 연구를 보고하였

다.22 스테로이드 전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약제를 고실내에 주입하기도 하

는데 정원창막을 통하여 약제를 확산시켜 내이에 도달하게 한다. 동물실험에서

고실 내에 주입한 후 내이의 약제 농도가 전신투여 때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

었으나 치료효과가 전신투여에 비해 우수한지는 논란이 있다.23

돌발성 난청 치료방법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02년 Aslan

등은 돌발성난청에서 전신스테로이드와 더불어 매일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것

의 유효성을 증명하였고, 2012년에는 전신스테로이드 대신 고압산소치료와 고

실내 주사치료의 치료법의 효험을 증명하였다.24,25 그 외에 전신적 스테로이드

와 고압산소 병합치료가 각각의 치료보다 효과가 좋았다는 연구26, 전신적 스

테로이드와 고실내 주사 병행 치료가 전신적 스테로이드와 고압산소치료 병행

치료보다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있으며,27 전신스테로이드에 고실내 주사, 고압

산소치료를 병합한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도 있다.28

고압산소치료란 고농도의 산소를 높은 압력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

으로, 100% 산소와 최소 1.4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한다.29 혈액을 통해 운반

되는 대부분의 산소는 산소-헤모글로빈 결합 형태로 운반된다. 산소가 산소-

헤모글로빈 결합 형태로 운반되면 산소-헤모글로빈 해리의 생리적 특징, 즉

헤모글로빈의 완충작용 때문에 공급되는 산소농도가 60-120mmHg 사이로 변

한다 해도 조직에 공급되는 산소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정상기압에

서 혈장 용존 산소는 단지 100 mL의 혈액 중 0.3mL이며, 반면에 헤모글로빈

에 의한 것은 20 mL이다. 기압을 3기압으로 올리면 동맥혈 산소분압은

2,200mmHg에 달하며 이때 혈장 용존 산소량은 5.4mL로써 정상 0.3mL의 18

배 정도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높아진 산소분압은 헤모글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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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히 없어도 기초대사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산소

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치료의 원리가 된다.30 실제로 매일 고압산

소 치료를 받는 것이 연조직 및 뼈의 재생 및 창상치유, 감염 관리, 궤양에 도

움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31

와우와 그 안의 구조물, 혈관줄무늬와 와우 기관은 높은 산소공급을 필요로

한다. 고압산소치료는 와우의 높은 대사 및 적은 혈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 치료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개정된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의 돌발성난청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모든 무작위 통제

연구를 조사하였을 때 총 7건의 연구 (397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고압산소 치료가 청력을 25%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대조군에

비해 청력 회복률을 22%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은 아직 통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또한 발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고압산소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다.32 하지만 우리는 고압산소 치료의 효용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기에, 저자는 돌발성 난청에서 전

신스테로이드, 고실 내 주사, 고압산소 병합 치료의 그룹별 치료 효과, 호전

기간, 주파수별 호전양상 등의 유효성을 비교해보고, 현재 고압산소치료 적용

보험급여 인정기준인 순음청력검사 80dB을 기준으로 80dB 이하, 80dB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효과 분석을 통해 고압산소 치료 보험급여 인정기준이 적

합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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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ethods

A. 환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초기청력 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1회 60 - 120분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였으며, 고압산소 병합치료그룹만 전향적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의무기록

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이 다르지만 이들은 같은 치료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2010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돌발성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입원치료

를 한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돌발성 난청 환자 선정기준은 1) 3일

이내에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 2) 난청

의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3) 귀 수술 받은 적이 없는 경우, 4) 18-65세 환

자로 하였으며, 제외기준은 1) 자기공명 영상 촬영 상 뇌 병변이 발견된 경우,

2) 전음성 난청이 10dB 이상인 경우, 3) 외상에 의한 난청환자, 4) 추적관찰에

실패한 환자, 5) 치료방법이 달랐던 환자로 정하였다.

고압산소치료의 보험급여 인정기준인 80dB 이상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

증환자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고압산소치료가 병행되었다. 따라서 80dB

을 기준으로 각각의 치료 군으로 나누었으며, 총 273명 중 제외기준에 속하는

55명을 제외한 218명이 대상이 되었다. 80dB 이상의 환자에서는 경구 스테로

이드만 치료받은 환자군이 47명,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치료를 받

은 환자군이 62명,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주사와 고압산소치료를 병행한

환자군이 25명 이었고, 80dB 미만의 환자에서는 경구 스테로이드만 치료받은



- 10 -

환자군이 53명,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23명,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주사와 고압산소 병합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이 8명

이었다.

Fig. 1. Groups of patients.

PTA : 순음청력검사;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B. 치료방법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는 Methylon 48mg # 2의 고용량으로 5일 시작하며 5

일 동안 점차 용량을 감소하여 중단하였다. 고실 내 주사는 이비인후과 의사

가 수술 현미경하에서 고막을 통하여 Dexamethasone (5mg/1ml)를 내이로 주

사하였다. 입원기간 중 격일로 3회를 시행하였으며 앙와위에서 고개를 시술

반대 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관을 통해 배출되지 않도록, 즉 약을 삼키지 않

도록 한 채 30분 정도 유지시켰다. 고압산소치료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2010년 1월 ∼ 2017년 7월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한 환자(n=218)

PTA < 80dB PTA ≧ 80dB

PO

(n=53)

PO+IT+HBO

(n=8)

PO+IT

(n=23)

PO

(n=47)

PO+IT+HBO

(n=25)

PO+IT

(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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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병원 프로토콜에 따라 2 ATA(Atmospheric Absolute Pressure)로 매일

100분씩 10 - 20회 시행하였다.

C. 청력검사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기기(GSI 61, GSI Audiostar Pro)를 사용였으며 청

력은 4분법에 의해 500 Hz, 2000 Hz의 역치와 1000 Hz의 역치의 두 배를 합

하여 4 로 나누어 구하였다.

청력검사는 입원하는 날, 5 일째 퇴원하는 날, 퇴원 후 2 주 후, 4주 후에

시행하였다(Fig. 2A).

치료효과는 Siegel's criteria(Fig. 2B)를 참조하여33 1, 2, 3 그룹을 호전 그룹

으로 정하였다. 4 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이 15dB 이상의 호전을 보일 경우 그

때의 청력과 첫 번째 청력의 차이값을 호전 정도로, 그 때의 청력검사 날짜와

첫 번째 청력검사 날짜의 차이를 청력회복에 걸린 기간으로 계산하였다.

Fig. 2A. PTA appointment schedule.

0 5d 퇴원후

2wks

퇴원후

4wks

입원 퇴원 첫 번째

외래방문

두 번째

외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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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B. Siegel's criteria

Type Hearing rocovery

1. Complete recovery Final hearing better than 25dB

2. Partial recovery More than 15dB gain, Final hearing 25-45dB

3. Slight recovery
More than 15dB gain, Final hearing poorer than

45dB

4. No improvement
Less than 15dB gain, Final hearing poorer than

75dB

D. 통계

통계적 분석은 SAS(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

용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룹

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ANOVA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순

음청력검사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Shapiro-Wilk test 를 실시하고 군 별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ANOVA 와 Kruskal-Wallis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룹에 따라 연속형 변수(Age, BMI, Hb, WBC,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Platelet, NLR, PLR)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범주형 변수(Sex,

DM Hx, HTN Hx)의 경우 빈도수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치료

군 간 차이는 Independent 2 sample t-test를, 범주형 변수의 치료군 간 차이

는 Chi-square test 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그룹간 순음청력검사의 차이를 검정하기 전, 순음청력검사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는데, 이를 위해

Shapiro-Wilk test를 사용하였다. 그룹 간 청력검사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

면 치료군 간 차이를 검정할 때 모수적 기법인 ANOVA를 사용해야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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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모수적 기법인 Kruskal-Wallis test를 사용

해야한다.

그룹별 순음청력검사에 대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Box-Whisker plot를 사

용하였다. 기존의 Box plot의 경우 IQR 과 평균, 중위수, 이상치 등 자료의 분

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분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Box-Whisker plot을 사용하여 자료의 분산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별 생존 이벤트를 호전 여부로 하였으며 호전된 환자의 경우 처음 순음

청력검사 시점의 날짜로부터 호전 시점의 날짜까지의 기간을 호전기간 으로

하고, 호전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처음 순음청력검사 시점의 날짜로부터 최종

시점의 날짜까지의 기간을 호전기간 으로 하여 연구종료인 중도절단으로 처리

하였다. 생존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Kaplan-Meier method를 사용하였다. 치료

군 간 추정된 생존함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Log-Rank test

를 사용하였다. Log-rank test는 모든 시점에 동일한 가중치로 치료군 간 생

존곡선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이다.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생

존곡선을 확인한 결과, 모든 시점에 비슷한 비율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Log-rank 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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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n = 47)

PO+IT+HBO
( n = 25)

PO+IT
( n = 62)

P-value

Age 56.85 ± 16.67 55.12 ± 17.73 52.18 ± 15.04 .3184

Sex .8205

Male 20 11 30

Female 27 14 32

DM Hx .9646

Yes 10 6 14

No 37 19 48

HTN Hx .9347

Yes 19 9 24

No 28 16 38

BMI 23.71 ± 3.73 25.16 ± 3.1 24.85 ± 3.82

Hb 13.42 ± 1.52 13.38 ± 1.89 13.8 ± 1.64 .3771

WBC 9.1 ± 3.86 9.71 ± 3.64 15.99 ± 63.83 .6769

Neutrophil 6.75 ± 4.04 7.72 ± 3.93 5.64 ± 2.81 .0341*

Lymphocyte 1.67 ± 0.75 1.4 ± 0.64 1.7 ± 0.83 .2279

Monocyte 0.4 ± 0.22 0.35 ± 0.19 0.31 ± 0.13 .0609

PLT 253.28 ± 68.54 240.24 ± 51.74 237.16 ± 52.39 .3494

NLR 5.44 ± 5.21 7.46 ± 5.94 4.19 ± 2.94 .0093*

PLR 183.67 ± 90.75 217.13 ± 115.78 168.58 ± 81.34 .0865

Ⅲ. Result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3 groups of patients with higher

than 80dB.

평균 ± 표준편차(Mean ± SD) 또는 빈도수(n),
*
P<0.05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DM Hx = Diabetes mellitus history; HTN Hx= Hypertension history;

BMI = Body mass index; Hb = Hemoglobin; PLT = Platelet; NLR = Neutrophil/Lymphocyte;

PLR = Pletelet/Lymph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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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은 그룹별 나이, 성별, 당뇨 과거력, 고혈압 과거력, 신체질량지수,

헤모글로빈, 백혈구 수 등등, 변수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표이다. Neutrophil

에서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만 받은 환자군이 6.75 ± 4.04 경구 스테로이드 치

료와 고실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5.64 ± 2.81,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주사, 고압산소 병합치료 환자군에서 7.72 ± 3.93 으로 P-value :

0.034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NLR(Neutrophil/lymphocyte)에서도 각

각 5.44 ± 5.21, 4.19 ± 2.94, 7.46 ± 5.94로 P-vale : 0.0093 으로 세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ig. 3A. Initial PTA among 3 groups of patients with higher than 8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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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n = 47)

PO+IT+HBO
( n = 25)

PO+IT
( n = 62) P-value

93.75(80-123.5) 113.75(80-120) 105.63(80-120) .2387

dB Mean(Min-Max)

Kruskal-Wallis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Fig. 3A는 80dB 이상환자에서 세 치료군 간의 첫 번째 청력검사에 대한 분

석이다. Shapiro-Wilk test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군에서 모두

P-value 0.05 이하로 첫 순음청력은 정규성 가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

다. 따라서 ANOVA 대신,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세

군간 P-value는 0.237 로 첫 순음청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군별

첫 순음청력에 대해 분포를 Box-Whisker plot 으로 확인해보았다. 경구 스

테로이드 치료군에서 중앙값이 93.75dB,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 주사 군에

서 105.63dB, 고압산소 병합치료군에서 113.75dB로 다른 군들에 비해서 고압

산소 병합 군에서 첫 순음청력의 중앙값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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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n = 47)

PO+IT+HBO
( n = 25)

PO+IT
( n = 62) P-value

48.75(5-118.75) 85(3.75-120) 69.38(0-120) .0736

Fig. 3B. Final PTA among 3 groups of patients with higher than 80dB.

dB Mean(Min-Max)

Kruskal-Wallis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Fig. 3B 는 80dB 이상인 환자들의 마지막 추적관찰시 청력검사에 대한 분

석이다. Shapiro-Wilk test상 세 군에서 p-vale 0.05 이하로 최종 순음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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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정규성 가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져, 이 역시 Kruskal-Wallis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세 군간 P-value는 0.0736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치료군 별 최종 순음청력에 대한 분포도

Box-Whisker plot으로 확인하였다.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군에서 중앙값이

48.75dB,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 주사 군에서 69.38dB, 고압산소 병합군에

서 85dB 로 고압산소 병합군에서 마지막 순음청력의 중앙값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C. Gap PTA among 3 groups of patients with higher than 8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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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n = 47)

PO+IT+HBO
( n = 25)

PO+IT
( n = 62) P-value

44.12±28.19 27.7±26.74 40.77±31.55 .0764

dB Mean±SD

ANOVA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Fig. 3C 는 80dB 이상인 환자들에서 치료 효과로 판정할 수 있는 최종 순

음청력과 첫 순음청력의 차이, 즉 순음청력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Shapiro-Wilk test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군에서 P-value가 0.05

이상으로 순음청력 차이는 정규성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치료

군별 순음청력 차이에 대해 분포를 Box-Whisker plot으로 확인해본 결과 고

압산소 병합치료 군에서 기대한 것과는 반대로 제일 적은 순음청력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세 군간의 순음청력차이는 모두 정규성 가정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OVA 분석 결과 Fig 3C와 같으며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군에서 평균 ± 표준편차가 44.12 ± 28.19dB,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 주사 군에서 40.77 ± 31.55dB, 고압산소 병합치료 군에서 27.7 ±

26.74dB 로 고압산소 병합 군에서 순음청력 차이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P-value : 0.0764 로 경계에 걸친 P-value로 보였으며 표본수가 증가할 경

우 유의한 P-value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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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
PO

( n = 35)

PO+IT+HBO

( n = 19)

PO+IT

( n = 60 )
P-value

250 40(-25-85) 45(5-75) 40(-35-90) .6763

500 35(-10-85) 45(0-80) 45(-35-110) .7737

1000 40(0-100) 30(0-80) 40(-25-105) .9744

2000 30(-10-139) 35(0-75) 30(-30-115) .9829

4000 15(-20-90) 25(0-65) 20(-30-110) .8590

8000 7.5(-20-80) 10(-5-50) 7.5(-15-110) .9561

Fig. 3D. PTA differences according to Frequencies(Hz) from 3 groups of

patients with higher than 80dB.

dB Mean(Min-Max)

Kruskal-Wallis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Fig. 3D 는 80dB 이상 환자들의 주파수별 순음청력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0Hz, 8000Hz 각각의 주파수별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Kruskal-Wallis test로 보면 각각 P-value 0.05 이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 21 -

P-value

Log-rank test .2938

Fig. 3E. Recovery duration of 3 groups of patients with higher than 80dB.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 치료 군

Fig. 3E는 80dB 이상의 환자그룹에서 Kaplan-Meier Curve를 이용한 호전

시까지의 기간과 호전여부에 대한 분석으로, 치료 군별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Log-rank test의 P-value 또한 0.2938 로 세 군간 호전시 까

지의 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80dB 미만의 환자그룹에서는 경구 스테로이드만 치료받은 환자군이 53명,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23명, 경구스테로이드

및 고실내주사와 더불어 고압산소 병합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이 8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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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n = 53)

PO+IT+HBO
( n = 8)

PO+IT
( n = 23)

P-value

Age 51.71 ± 16.14 48.50 ± 11.84 51.82 ± 16.67 0.861

Sex 0.018*

Male 31 1 16

Female 22 7 7

DM Hx 0.029*

Yes 9 0 9

No 44 8 14

HTN Hx 0.421

Yes 13 6 14

No 40 2 9

BMI 24.07 ± 3.28 24.23 ± 3.72 25.09 ± 3.83 0.520

Hb 14.06 ± 1.21 12.62 ± 1.59 14.43 ± 1.78 0.01*

WBC 8.45 ± 3.19 10.40 ± 2.94 8.90 ± 3.90 0.312

Neutrophil 5.96 ± 2.83 7.97 ± 3.00 6.25 ± 3.93 0.254

Lymphocyte 1.94 ± 1.00 1.82 ± 0.61 1.95 ± 0.74 0.935

Monocyte 0.39 ± 0.21 0.43 ± 0.20 0.42 ± 0.22 0.791

PLT 258.22 ± 57.53 236.00 ± 104.62 265.65 ± 62.45 0.534

NLR 4.49 ± 4.63 5.19 ± 3.24 4.07 ± 4.24 0.822

PLR 178.72 ± 121.08 129.61 ± 68.39 160.82 ± 86.31 0.45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3 groups of patients with lower

than 80dB.

평균 ± 표준편차(Mean ± SD) 또는 빈도수(n),
*
P<0.05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DM Hx = Diabetes mellitus history; HTN Hx= Hypertension history;

BMI = Body mass index; Hb = Hemoglobin; PLT = Platelet; NLR = Neutrophil/Lymphocyte;

PLR = Pletelet/Lymph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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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80dBB 미만 환자들에서 세 치료군간의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한

결과로, 성별, 당뇨 과거력, 혈색소 수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난청의 정도가 80dB 미만의 환자의 고압산소 병합치료군의 평균나이

는 48.50 ± 11.84 로 80dB 이상의 환자의 평균 나이인 55.12 ± 17.73 에 비

해 젊었다.

Fig. 4A. Gap PTA among 3 groups of patients with lower than 80dB.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Fig. 4A는 80dB 미만 환자에서의 각 치료군별 순음청력의 차이에 대한 분

석이다. 경구 스테로이드만 치료받은 환자군의 순음청력 차이가 평균 22.19dB,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22.61dB, 경구스테

로이드 및 고실내주사와 더불어 고압산소 병합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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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dB 로 다른 군보다 고압산소 병합치료군에서 효과가 더 좋았고 P-value

0.085 로 경계값에 걸친 P-value를 보였으며 표본수가 증가할 경우 유의한

P-value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4B. Recovery duration of 3 groups of patients with lower than 80dB.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 치료 군

Fig. 4B는 80dB 미만인 환자들의 호전기간에 대한 분석으로, 고압산소 병합

치료군이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value < 0.0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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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C. PTA differences according to Frequencies(Hz) from 3 groups of

patients with lower than 80dB.

PO = 경구 스테로이드 군; PO + IT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군; PO + IT + HBO =

경구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주사 및 고압산소치료 군

Fig. 4C의 80dB 미만 환자그룹에서의 주파수별 청력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고압산소 병합치료 군에서 효과가 컸으며, 특히 저주파에서 컸다. 250

Hz 에서 P-value : 0.055, 500 Hz에서 P-value : 0.058로 이 역시 경계값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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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P-value를 보이며 표본수가 증가할 경우 유의한 P-value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80dB 미만인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고압산소 병합치료는

다른 그룹에 비해 주로 저주파수 청력에서 좋아지고, 빨리, 훨씬 더 많이 좋아

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27 -

Ⅳ. Discussion

1970년에 많은 연구자들이 돌발성난청의 주요 원인이 순환 장애라 보고 돌

발성난청의 치료로 고압산소 치료를 시작하였다.34

2012년 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의

돌발성 난청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 치료로써 스테로이드 요법과 고압

산소 치료가 선택사항으로 임상의의 판단과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치료여

부를 결정하도록 권고되어 있다.3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압산소 치료는 돌발성 난청 보다는 피부이식 후 상처치

료, 공기색전증, 괴사성 연조직 감염치료, 열화상, 당뇨족, 감압병,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서 주로 사용되었다.36

돌발성난청에서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을 때 문

헌상으로 41 - 61%의 환자에서 난청이 회복되지만37 여러 약제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 시기도 환자들마다 다양한 질병 경과 중에

시작하므로 각 약제의 치료 효과를 분리하여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돌발성

난청 치료에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혈관문제, 바이

러스, 자가면역 등등의 원인이 무엇이든 결국 와우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저산소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혐기성 해당반응,

산화, 조직 부종, 혈류감소를 초래한다. 고압산소 치료가 스테로이드 치료와

더불어 사용할 시 부가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들이 많다.25 최근에

전신스테로이드, 고실내 주사, 고압산소치료 병합치료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돌발성 난청에서 전신스테로이드와 고실내 주사 치료가 전신스테로이드 단독

치료 보다는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있고38, 청력회복에 두 치료간의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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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연구도 있다.39 Alimoglu 등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와 고압산소치료가 다

른 그룹에 비해 가장 치료효과가 좋다고 밝혔으며40, Topuz 등은 고압산소치

료는 50세 이하의 환자들에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며, 저 주파수에서 고 주

파수보다 청력 회복이 더 좋다고 주장하였다.41 실제로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및 고실내 주사와 더불어 고압산소치료가 대조군에 비해 청력 회복이 유의미

하게 높았으며, 특히 250, 500, 2000 Hz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는 연구들

이 있다.28 그래서 저자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더불어 고실내 주사 및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를 주파수별로 나누어서 비교를 진행하였고, 다른 주파수보다 250

Hz, 500 Hz에서 청력회복이 더 좋다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1에서 세 그룹간 NLR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NLR, PLT 통해 돌발성 난청의 재발 및 예후를 예측할 수도 있

다13 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뤄보면 고압산소 병합 치료군에서 초

기 청력이 가장 높았고 이것과 관련하여 NLR 수치도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

되어 신빙성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80dB 이상 환자들의 최종 순음청력검사에서 최종 청력이 고압산소 병합 치

료군에서 제일 높았고 순음청력의 차이, 즉 청력 개선정도도 가장 적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호전 기간에 대한 비교도 세 치료방법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것들만 보면 고압산소 병합치료가 큰 효과가 없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검토해 보면, 초기 난청 정도가

심할수록 완전 회복 확률이 낮다는 연구가 있고,10 경도 난청에서는 회복률이

83%에 이르지만 고도 난청에서는 회복률이 22%라고 하며,42 난청의 정도가

농인 경우와, 60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완전 회복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보고

가 있다.9 Wilson 등은 스테로이드 경구투여로 난청 환자의 61%가 호전된 반

면 위약군은 32%만이 호전되었으며, 90dB 이상 청력이 손실된 환자들은 효과

가 없었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22 그래서 저자는 보험기준인 순음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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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dB를 기준으로 크게 두 그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실제로

80dB 이상의 환자들에게서는 고압산소치료를 병행하여도 다른 군과 비교하여

크게 청력 호전에 차이가 없었다.

돌발성난청은 어느 연령에나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30 - 50 대에서 발생한

다고 한다.45 본 연구에서 80dB 이상 고압산소 치료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5.12세이며 이는 돌발성 난청 발생 평균 나이보다 많았다. 또 초기 청력 검사

상 중앙값이 113.75로 농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 연령 및 고도 난청

의 환자, 즉 어떠한 치료를 받아도 회복 가능성이 떨어지는 환자군을 대상으

로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고압산소치료 효과 판정에 어

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순음청력 곡선의 유형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는 선행연구도 있다.43 하

향경사를 그린 순음청력검사는, 즉 높은 주파수에서 더 많은 청력손실이 있는

환자는 예후가 나쁘며, 상향경사를 그린 순음청력검사, 즉 낮은 주파수에서 청

력손실이 있는 환자는 예후가 좋다는 연구가 있는데,44 본 연구에서는 순음청

력 곡선의 패턴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다루지 않았다.

다양한 이유로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17%의 환자가 이충만감을 경

험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46 그 외에도 이통, 이명, 압력손상, 산소 독성, 불

안, 안구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외래 추적관찰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합병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객관적인 순음청력 검사상 호

전이 없더라도 주관적인 청력의 호전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았다.

난청의 정도가 농인 경우에는 완전 회복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9 스테로

이드 투여도 90dB 이상 청력이 손실된 환자들은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를22 참

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80dB 이상의 환자에서 고압산소 병합치료는

큰 효과가 없었고, 이들은 청력 회복가능성이 낮은 그룹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순음청력 80dB 미만의 환자들은 고압산소 병합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



- 30 -

아직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80dB 이하의 청력소실이 회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으로 생각되며, 고압산소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고압산소 병합 치료가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있어 효과

가 있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기준인 80dB 이상 에서는 추가적인 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조금 더

청력 회복 가능성이 높은, 즉 80dB 이하의 환자들에게 고압산소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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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돌발성난청은 원인 및 병태생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압산소치

료를 시행하는 이론적 근거는 충분하다. 위 연구를 토대로 돌발성 난청에서

고압산소치료는 새로운 치료방법이 될 것이다. 80dB 이상의 환자에게서는 고

압산소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80dB 이

하의 난청에서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낮출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고압산소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치료로써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데, 고압산소치료는 난청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들

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32 -

References

1. Whitaker S. Idiopathic sudden hearing loss. Am J Otol 1980;1(3):180-3.

2. Rambold H, Boenki J, Stritzke G, et al. Differential vestibular

dysfunction in sudden unilateral hearing loss. Neurology 2005;64:148-151

3. 신시옥. 돌발성 난청의 특징과 치료적 접근방법. 이비인후과학 서울심포지

움 2007;13:108-117

4. Fetterman BL, Saunders JE, Luxford WM. Prognosis and treatment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m J Otol 1996;17:529-536

5. Subramanian M, Chawla A, Chokkappan K, et al.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imaging in conductive hearing loss : what to look

for?. Curr Probl Diagn Radiol 2017;0363-0188

6. Monsell EM, Teixido MT, Wilson MD, et al. Nonhereditary hearing loss.

In : Hughes GB, Pensak ML. Eds. Clinical Otology, 2nd ed. New York :

Thiem-stratton 1997;294-295

7. Yoon TH, Paparella MM, Schachern PA, et al. Histopathology of sudden

hearing loss. Laryngoscope 1990;100:707-715

8. Furuhashi A, Matsuda K, Asahi K, et al. Sudden deafness : long-term

follow-up and recurrence. Clin Otolaryngol Allied Sci 2002;27:458-463

9. Edizer DT, Celebi O, Hamit B, et AL. Recovery of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J int V Otol 2015;11(2):122-6

10. Sevil E, Bercin S, Muderris T, et al. Comparison of two different

steroid treatments with hyperbaric oxygen for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Eur Arch Otorhinolaryngol 2016;273(9):

2419-26



- 33 -

11. Simmons FB. Theory of membrane breaks in sudden hearing loss.

Arch Otolaryngol 1968:88(1):41-8

12. Jackler RK, De La Cruz A. The large vestibular aqueduct syndrome.

Laryngoscope 1989;99:1238-1243

13. Van Dishoeck H. Bierman T. Sudden perceptive deafness and viral

infection. Ann Otol Rhinol Laryngol 1957;66:963-969

14. Wilson WR, Veltri RW, Laird N, et al. Viral and epidemiologic studies

of idiopathic sudden hearing loss.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83;91:653-658

15. Haug O, Draper WL, Haug SA. Stellate ganglion blocks for idiopathic

sensory neural hearing loss. Arch Otolaryngol 1976;102:5-8

16. Park SM, Han C, Lee JW, et al. Does herpes virus reactivation affect

prognosis in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Clin Exp

Otorhinolaryngol. 2017;10(1):66-70.

17. Monsell EM, Teixido MT, Wilson MD, et al. Nonhereditary hearing

loss. In : Hughes GB, Pensak ML, eds. Clinical Otology, 2nd ed. New

york: Thieme-Stratton, 1977;22:57-75

18. Dong CH, Wang ZM, Chen SY.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predict

mortality and major adverse cardiac events in acute coronary syndrome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 Biochem. 2017 ; S0009

- 9120 (17)30972-4.

19. Seo YJ, Park YA, Bong JP, et al. Predictive value of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in first-time and recurrent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uris Nasus Larynx. 2015;42(6):438-42



- 34 -

20. Seo YJ, Jeong JH, Choi JY, et al.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and

Platelet-to Lymphocyte ratio: Novel markers for diagnosis and

prognosis in patients with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Dis Markers. 2014;2014:702807

21. Kronenburg J. Almagor M, Bendet E, et al. Vasoactive therapy versus

placebo in the treatment of sudden hearing loss: a double-blind clinical

study. Laryngoscope 1992;102:65-68

22. Wilson WR. Why treat sudden hearing loss. Am J Otol 1984;5:481-483

23. Chandrasekhar SS, Rubinstein RY, Kwartler JA, et al. Dexamethasone

pharmacokinetics in the inner ear: comparison of route of

administration and use of facilitating agents.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0;122:521-528

24. Vincey P, Mechineau Y, Lafond P, et al. Treatment of acute acoustic

trauma. Comparative results of normovolemic hemodilution. Rev

Laryngol Otol Rhinol 1987;108:339-41

25. Aslan I, Oysu C, Veyseller B, et al. Does the addition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to the conventional treatment modalities influence the

outcome of sudden deafness?.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2;126:121-6

26. Capuano L, Cavaliere M, Parente G, et al. Hyperbaric oxygen for

idiopathic sudden hearing loss: is the routine application helpful?. Acta

Otolaryngol. 2015;135(7):692-7

27. Cvorovic L, Jovanovic MB, Milutinovic Z et al. Randomized prospective

trial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and intratympanic steroid injection

as salvage treatment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Otol

Neurotol. 2013;34(6):1021-6



- 35 -

28. Yang CH, Wu RW, Hwang CF et al. Comparison of intratympanic

steroid injection, hyperbaric oxygen and combination therapy in

refractory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Otol Neurotol

2013;34(8):1411-6

29. Vincent JL, Abraham EA, Moore FA, et al. Textbook of critical care.

6th ed. Philadelphia: Elsevier Saunders 2011:373-375

30. Lee HY.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Lee BK, editor. Text-book of

clinical procedures. Seoul: Koonja;2012:955-971

31. Filipo R, Attanasio G, Viccaro M, et al. Hyperbaric oygen therapy with

short duration intratympanic steroid therapy for sudden hearing loss.

Acta otolaryngol 2012;132:475-81

32. Bennett MH, Kertesz T, Perleth M et al. Hyperbaric oxygen for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tinnitu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10:CD004739

33. Siegel LG. The treatment of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Otolaryngol Clin North Am. 1975;8:467-73

34. Haupt H, Scheibe F, Ludwig C. Changes in cochlear oxygenation,

microcirculation and auditory function during prolonged general

hypoxia. Eur Arch Otorhinolaryngol. 1993;250:396-400.

35. Stachler RJ, Chandrasekhar SS, Archer SM, et 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sudden hearing loss.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2;146(3

Suppl):S1-35

36. You YH, Kim HD, Kim H. Clinical applications and contemporary

trends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4;57(7):601-606



- 36 -

37. Bailey CM, Graham MD, Lawrence M. Recovery from prolonged

sensorineural hearing loss. Am J Otol 1982;4:1-8

38. Battaglia A, Burchette R, Cueva R. Combination therapy(intratympanic

dexamethasone + high dose prednisone tapor) for the treatment of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Otol Neurotol

2008;29:453-60

39. Ahn JH, Yoo MH, Yoon TH, et al. Can intratympanic dexamethasone

added to systemic steroids improve hearing outcome in patient with

sudden deafness?. Laryngoscope 2008;118:279-82

40. Alimoglu Y, Inci E, Edizer DT, et al. Efficacy comparison of oral

steroid, intratympanic steroid, hyperbaric oxygen and oral steroid +

hyperbaric oxygen treatments in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cases. Eur Arch Otorhinolaryngol 2017;268:1735-41

41. Topuz E, Yigit O, Cinar U, Seven H. Should hyperbaric oxygen be

added to treatment in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Eur Arch Otorhinolaryngol 2004;261:393-6

42. Byl F. 76 cases of presumed sudden hearing loss occuring in 1973:

prognosis and incidence. Laryngoscope 1977;87:817-25

43. Ceylan A, Celenk F, Kemaloglu YK, et al. Impact of prognostic factors

on recovery from sudden hearing loss. J Laryngol Otol

2007;121:1035-40

44. Chang NC, Ho KY, Kuo WR. Audiometric patterns and prognosis in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in southern Taiwan.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5;133:916-22



- 37 -

45. Lee HS, Lee YJ, Kang BS, et al. A clinical analysis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cases. Korean J Audiol 2014;18:69-75

46. Plafki C, Peters P, Almeling M, et al. Complications and side effects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Aviat Space Environ Med 2000;71(2):119-24



- 38 -

Abstract

For evaluation of the efficacy for hyperbaric

oxygen therapy(HBO) in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SSNHL)

Young Sub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eong Pyo Bong)

Objective : For evaluation of the efficacy for hyperbaric oxygen

therapy(HBO) in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SSNHL).

Methods : We recruited 218 patients treated for SSNHL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2010 to July 2017.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according to insurance policy applied standard of pure tone audiometry 80

dB for Hyperbaric oxygen therapy. Of the patients with higher than 80dB

hearing impairment, 47 patients were treated with oral steroid alone, 62

patients were treated with oral steroid and Intratympanic(IT)

dexamethasone, and 25 patients were treated with oral steroid and IT

dexamethasone and hyperbaric oxygen therapy. Of the patients with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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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80dB hearing impairment, 53 patients were treated with oral steroid

alone, 23 patients were treated with oral steroid and IT dexamethasone,

and 8 patients were treated with oral steroid and IT dexamethasone and

hyperbaric oxygen therapy. Pure tone audiometry was done on the day of

admission, 5th hospital date (day of discharge), 1st clinic follow up date

(after 2 weeks from discharge), and finally on the 2nd clinic follow up date

(after 1 month from discharge). Recovery was evaluated by pure tone

audiometry and was considered recovery when showed 15dB elevation.

Recovery duration was evaluated by the date from the first pure tone

audiometry to the date of recovery recorded. General characteristic between

the groups were evaluated by ANOVA and Chi-square test. Pure tones

between the groups were evaluated by ANOVA and Kruskal-Wallis test.

Box-Whisker plot was used to evaluate the pure tone distribution and the

recovery duration was analyzed by Kaplan-Meir method. SAS v9.4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was considered significant when p<0.05.

Results : 3 groups with higher than 80dB hearing impairment were

compared for pure tone audiometry recovery gap and duration. P-value for

both criteria was 0.0765 and 0.2938, which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for the 3 groups with lower than 80dB hearing impairment, the

pure tone audiometry recovery for oral steroid therapy alone was 22.19dB,

the pure tone audiometry recovery for oral steroid and IT dexamethasone

therapy was 22.16dB, and the pure tone audiometry recovery for oral

steroid, IT dexamethasone, and hyperbaric therapy was 37.71dB, showing

that the group with hyperbaric oxygen therapy had better recove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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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for recovery duration was also <0.01, proving that hyperbaric

oxygen therapy could also reduce the duration of recovery. The frequency

with the biggest recovery was on 250Hz, and 500Hz.

Conclusion: Currently, the insurance policy only covers the fee for

hyperbaric oxygen therapy on patients with higher than 80dB hearing loss,

which is already a severe level of hearing loss less likely to recover even

with hyperbaric oxygen therapy. Therefore, we argue for lowering the

insurance standard so patients with lower than 80dB hearing loss who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the hyperbaric oxygen therapy.

Key words : SSNHL, Hyperberic oxygen(HBO), Insurance crite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