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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상지질혈증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 

-대학병원의 건강검진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 배경 및 목적: 난청은 일상에서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서 그 원인은 다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청 환자 수는 2012년 27만 7000명에서 2017년 34만 9000명으로 

5 년사이 25%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8%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통하여 이상지질혈증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성인에서의 혈중 지질수치의 조절을 통해 난청의 발생률을 낮추고 난청으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서울, 수원)에서 2002 년 1 월부터 2018 년 12 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검사결과를 분석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첫 회 내원 시 청력이 정상인 피검자에 한하여 마지막 방문 시 

청력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난청군으로 나누어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을 통한 

발생률을 추정하였다. 또한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하여 당뇨병, 고혈압, 등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통제 후 이상지질혈증이 난청의 

발생에 미치는 위험도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으로 인한 왜곡을 보정하기 위하여 첫 내원시의 연령을 고려하

여 도달연령보정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 LDL-콜레스

테롤(HR 1.003, 95% C.I. 1.001-1.004, p=0.001), 중성지방(HR 1.002, 95% C.I. 

1.000-1.003, p=0.0230)에서는 난청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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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인 중등도의 음주(HR 1.174, 95% C.I. 1.089-1.266, p<0.0001), 고도의 

음주(HR 1.123, 95% C.I. 1.078-1.238, p<0.0202), 에서도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 3 회 이상의 격렬한 운동군(HR 0.824, 95% C.I. 0.753-

0.902, p<0.0001)에서는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시행한 지질검사 항목중 LDL-콜레스테롤과 아포지단백 A 의 

수치가 높을 경우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핵심어: 이상지질혈증, 난청, 건강검진, 후향적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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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난청은 일상에서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서 그 원인

은 다양한다. 그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

으로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하며 그 정도는 유

전적 원인 및 기저질환, 생활양식에 따라서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청 환자 수는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5년사이 25%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8% 증가를 보였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2년 557명에서 2017년 686명으로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성 난청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에

서 38% 정도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17). 이는 단순

히 노인성 인구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기 보다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증가한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난청은 돌발성 난청 혹은 메니에르병과 같은 소수의 질환군을 제외하고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성 난청의 예방으로는 

노인성 난청의 원인 인자들을 피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화

를 유의하게 늦추거나 중지하는 검증된 예방법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

만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와 같이 만성 성인질환에서 유의하게 난청의 발생

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는 간접적인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17, Huang et al., 2010). 

 난청은 단순한 질환으로서의 접근보다는 사회경제학적 관점으로서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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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다. 청각기관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신체기관

이기 때문에 청각기관의 소실은 곧 사회적 기능의 소실을 뜻한다. 영유아에

서의 난청은 언어의 습득과 지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인구에서

의 난청은 사회적 위축감으로 인한 우울증 및 조기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사

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Li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이상지질혈증이 난청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성인에서의 혈중 지질수치의 조절을 통해 난청

의 발생률을 낮추고 난청으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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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상지질혈증 환자군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률을 정상

군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위험인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감각신

경성 난청의 예방적 치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

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지질혈증군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이상지질혈증의 유무에 따른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률을 분석한

다. 

셋째,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유무에 따른 난청의 

위험도를 분석한다. 

  넷째, 도달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유무에 따른 난청의 

위험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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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난청 

 

청각기관은 크게 말초성 기관 및 중추성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손상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난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감각신경성 난청은 말초성기관인 외이, 중이, 내이의 구성중에서 내이의 구

조물 혹은 내이와 연결된 중추성 기관의 병변으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되는 

난청을 총칭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청신경 종양, 메니에르병 등 많은 질환이 있으며 그 외에도 

약제에 의한 이독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음향외상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

하기도 한다.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도 특히 노인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한다. 하지

만 단순히 노화에 의한 청력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생 전반에 걸

쳐 영향을 미친 유전적 원인 및 기저질환, 생활양식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원인요소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 난청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특히 혈류장애를 유발하는 질환과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tes et al., 1993). 동맥경화 같

은 대혈관성 질환이나 미세혈관장애를 유발하는 당뇨환자에서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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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지질혈증 

 

 심혈관계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순환계통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9년 인구 10만명당 109.2명에서 2019년 117.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악성신생물에 이어 10년이상 사망원인 2순위를 차지하고 있

다(통계청, 2019). 

 이상지질혈증은 심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되며 심혈관계

의 위험인자로서 이를 예방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

혈성심장질환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군에 속하기 때문에 서양권의 진단 

및 치료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의 경우 콜레스

테롤 교육 프로그램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의 

Adult Treatment Panel III (ATP III) 지침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① LDL-콜레스테롤 ≥160 mg/dL, ② 중성지방 

≥200mg/dL, ③ HDL-콜레스테롤 <40 mg/dL, ④ 의사 진단, 또는 ⑤ 지질

강하제 복용.  

2018년에 발표된 국내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와 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

국인의 이상지질형증 진단 기준은 ATP III 가이드라인과 달리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총콜레스테롤(mg/dL): 높음 ≥240, 경계 200-

239, 적정 <200 ②HDL 콜레스테롤 (mg/dL): 낮음 ≤40, 높음 ≥60, 중성

지방 (mg/dL), ③LDL-콜레스테롤(mg/dL): 매우 높음 ≥190, 높음 160-

189, 경계 130-159, 정상 100-129, 적정 <100, ④중성지방 (mg/dL): 매

우 높음 ≥500, 높음 200-499, 경계 150-199, 적정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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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1970년 Rosen et al. 이 고지방식이, 혈중 지질의 양과 감각신경성 난청

과의 관계는 유의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신과병동에서 5년간 대조군

은 저지방식이를 주고 실험군은 고지방식으로 준 결과 실험군의 청력이 약 

15dB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Meiring et al 에 의한 연구에서는 250

의 원인불명의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의 25%에서 지단백과 중성지방

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당뇨병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성인 만성질환의 하나로 다양한 대혈관질환

과 미세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 특히 청력과 관련해서는 달팽이관의 외측

벽에 존재하는 기저판(Basement membrane)의 혈관조(Staria vascularis)를 

두껍게 하고 다른 미세혈관 및 신경병리학적 변화를 유도하여 난청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Nakake et al., 1986). 이상지질혈증은 또한 당뇨병

과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의 침착으로 인해 대혈관 및 소혈관의 협착으로 

인한 다양한 심혈관계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이상지질혈증 환자에서 소음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의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Cha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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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이상지질혈증이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서울, 수원)에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실시하여 이상

지질혈증이 난청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서울, 수원)

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피검

자들을 대상으로 검사결과를 분석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동일 기관에

서 IRB 심의면제를 받았다. 

순음청력검사 (Pure Tone Audiometry, PTA)를 일정간격을 두고 2회이상 

시행한 피검사를 대상으로 250Hz,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를 양측에서 기도청력검사를 시행하였다.  

나이, 성별, 수검지역, 수검날짜, 총 수검 횟수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회차별로 수집하였다. 혈액검사로는 기본적인 지질검사 (Lipid profile) 인 

Total cholesterol, HDL-C, LDL-C, Triglyceride 이외에도 Apolipoprotein 

A-I, Apolipoprotein B-100 및 Apolipoprotein B-100에 대한 

Apolipoprotein A-I의 비율을 수집하였다. 그 외에도 HBA1c, 공복혈당수치 

및 이에 따른 당뇨병의 유병유무를 수집하였다. 문진 및 설문을 통하여 혼

란변수가 될 수 있는 흡연력, 심혈관질환력, 소음에의 장기간 노출유무, 평

소 격렬한 운동 실시 유무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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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를 2회 이상 시행한 피검자는 모두 261,614명이었다. 이 중 4분법으

로일측의 청력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주파수인 500Hz, 1000Hz, 2000Hz 가 

누락된 피검자 358명은 제하였다.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지질검사에 해

당하는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 

LDL-C, ApoA-I, ApoB-100, LPA가 누락된 피검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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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study population selection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서울, 수원)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순음청력검사)PTA를 2회 이상 시행한 피검자 

(n=261,614) 

500Hz, 1000Hz, 2000Hz 의 검사결과가 누락

된 피검자  

(n=358) 

혈액검사 결과 중 지질검사결과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 LDL-C, 

ApoA-I, ApoB-100, LPA)가 누락된 피검자  

(n=0) 

포함 대상 

-순음청력검사(PTA)를 일정 간격을 두고 2회이상 시행한 피검자 

-양이 500Hz, 1000Hz, 2000Hz 청력검사 결과가 모두 존재하는 피검자 

-혈액검사 항목 중 지질검사 결과가 모두 존재하는 피검자 

(n=261,256) 

 

완전한 청력검사 결과를 가진 피검자 

(n=2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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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설명 

 

1) 종속변수 

(1) 청력 

 청력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20dB 미만을 정상청력, 40dB 미만

은 경도난청, 55dB 미만을 중등도 난청, 70dB 미만은 중등-중증도 난청, 90dB 

미만을 중증도 난청, 90dB 이상은 심도 난청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난

청의 발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양이의 평균청력인 25dB를 기준으로 정상청력

과 난청군으로 분류하였다. 일측의 청력은 4분법으로 계산하였다.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 

(1) 성별 

 성별에 따라 난청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

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별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남성과 여성

으로 분류하였다. 

 

(2) 연령 

 연령에 따라 난청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

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령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연령을 분류

하였다. 

 

(3) 흡연 여부 

 흡연에 따라 기도청력역치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또한 심혈관계질

환의 주요한 위험인자 이기 때문에 흡연여부가 난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흡연, 비흡연, 금연자의 세 군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Jung et al., 2000) 

 

(4) 음주 빈도 

음주도 흡연과 마찬가지로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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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inath et al., 2010). 또한 음주는 잘 알려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 

이기 때문에 일상적 음주(주 1회 미만), 중등도(주 2회이상 3회미만), 중증도

(주3회이상)의 세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5) 숨이 찰 정도의 운동량 

 개인의 운동량은 심혈관계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

문에 주 1회 미만, 주2회이상 및 3회미만, 주3회이상의 세 군으로 나누어 분류

하였다. 

 

2-2) 임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 

(1)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은 2015년에 발표된 국내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와 진단 가

이드라인을 보면 한국인의 이상지질형증 진단 기준은 ATP III 가이드라인과 달

리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항목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총콜레스테롤(mg/dL): 높음 ≥240, 

경계 200-239, 적정 <200 ②HDL 콜레스테롤 (mg/dL): 낮음 ≤40, 높음 ≥60, 

중성지방 (mg/dL), ③LDL-콜레스테롤(mg/dL): 매우 높음 ≥190, 높음 160-189, 

경계 130-159, 정상 100-129, 적정 <100, ④중성지방 (mg/dL): 매우 높음 

≥500, 높음 200-499, 경계 150-199, 적정 <150.  

 

 (2)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총 콜레스테롤수치는 특정질환을 진단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주로 심혈

관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

승은 심혈관계질환 중에서도 특히 동맥경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의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인에서는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기위해 크게 

3가지 군으로 분류한다. 정상군은 200 mg/dL 미만, 경계성군은 200~239mg/dL, 

위험군은 240 md/dL 이상으로 정의한다. 19세미만에서는 수치에 따라 위험군이 

다르게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최소나이가 18세로 성인기준을 이용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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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상, 경계성, 위험 세 군으로 나누지 않고 정상과 경계-위험 두 군으로 나

누었다. 

 

(3) 중성지방(Triglyceride)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지방의 한 형태로서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초저밀도지단백(VLDL)에 의해서 지단백의 형태로 운반된다. 트리글리세라이드

도 다른 지질수치와 동일하게 특정 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되지 않으나 심혈관

계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할 때 사용된다. 성인에서는 크게 네가지 분류로 사용

된다. 정상은 150mg/dL 미만, 경계성은 150~199 mg/dL, 위험도증 가는 

200~499mg/dL, 위험도 매우 증가는 500mg/dL 이상으로 정의한다. 트리글리세라

이드는 공복상태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비만, 흡연, 음주량 증가, 2형 당뇨, 갑

상선기능저하증이 있을 때 상승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0mg/dL 미만을 정

상으로, 150mg/dL 이상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4)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holesteol) 

 HDL은 혈액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 중의 하나이다. HDL은 다른 

지단백과 달리 조직에서 잉여과다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유용

한 물질이다. 따라서 HDL이 부족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경우 플라크

(Plaque)에 의해 동맥경화증 및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상승된다. 

HDL수치의 분류는 소아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남녀가 다른 값을 갖는다. 성인 

남자에서는 40mg/dL 이하, 여성에서는 50mg/dL 이하일 경우 다른 위험인자와는 

독릭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holesterol) 

LDL은 혈액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 중의 하나이다. HDL과 동일

하게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량의 LDL은 혈관벽의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한다. 따라서 HDL과 반대로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을 높인다. LDL은 5단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10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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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mmol/L) 미만은 최적, 100-129 mg/dL (2.59-3.34 mmol/L)은 최적에 인접, 

130-159 mg/dL (3.37-4.12 mmol/L)은 상한 경계성, 160-189 mg/dL (4.15-4.90 

mmol/L)은 위험도 높음, 190 mg/dL (4.90 mmol) 이상은 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mg/dL를 기준으로 최적 및 최적에 인접~위험도 매

우 높음으로 이원화하여 분류하였다. 

 

 

(6) 아포지단백A-I(Apolipoprotein A-I, Apo A-I) 

 아포지단백은 혈액내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복합체인 지단백의 단백질 구성성

분이다. 아포지단백은 지단백의 구조적 골격을 제공하여 중심에 위치하는 친수

성 지방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아포지단백 A-1은 조직으로부터 콜레스테롤

을 HDL로 옮기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운반의 마지막과정에서는 간에서 HDL이 

수용체에 의해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아포지단백 A-1은 

HDL의 수치를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포지단백 A-1은 

116mg/dL 이상에서 정상군, 116mg/dL 미만에서 위험군이다. 

 

(7) 아포지단백 B(Apolipoprotein B, ApoB) 

 아포지단백B는 크게 Apolipoprotein B-100과 Apolipoprotein B-48의 두 종류

가 존재하는데 종류와무관하게 보통 Apolipoprotein B로 보고된다. B-100은 간

으로부터 생성되며 B-48은 장에서 기원한다. 간에서 지방을 Apolipoprotein B-

100과 결합시켜 극저밀도 지방단백질(VLDL)을 형성한다. 이후 혈중에서 지방단

백질분해효소에 의해서 VLDL의 중성지방이 제거되면 LDL이 생성된다. 

Apolipoprotein B수치는 LDL 수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연구

들에 따르면 Apolipoprotein B가 LDL 보다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더 잘 반

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olipoprotein B는 남성에서는 150md/dL 이하, 

여성에서는 160mg/dL 이하일 때를 정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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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단백(A)(Lipoprotien (A), LPA) 

지단백(A)는 콜레스테롤 및 Apolipoprotein B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LDL 과 유사하지만 Apolipoprotein A가 Apolipoprotin B에 붙어있다는 점에서 

LDL과 차이가 있다. 지단백(A)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일생동안 지속적으

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활습관의 변화나 약물의 복용에 의해 변화

되지 않기 때문에 지단백(A)의 농도를 치료의 목표로 잡지는 않는다. 심장질환

이 있는 환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혹은 다른 지질검사 소견이 정상일 경우 검

사를 시행하였을 때 지단백(A)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 14mg/dL 미만

일 때 정상, 14~30mg/dL일 때 경계성 위험, 31mg/dL 이상일 때는 위험으로 분

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14mg/dL를 기준으로 정상, 위험군으로 나누었다. 

 

 

(9) 아포지단백 B-100 / A-I 비율 (Apo B/A-I Ratio, Apo B/A) 

 아포지질단백 A-I (ApoA-I)은 고밀도지질단백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고 아포

지질단백 B-100 (ApoB)는 chylomicron에 존재하며 중성지방이 풍부한 초저밀도

지질단백과 저밀도지질단백의 체내 양을 반영한다. 최근 ApoB와 ApoA-I의 비율

(ApoB/A-I ratio)이 콜레스테롤, HDL, LDL 등의 기존의 지질검사보다 심혈관계 

질환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인슐린

저항과 지방대사이상을 평가하는 지표일수 있다. Apo B/A-1 Ratio의 경우 아직 

통일된 확정범위값(Cut-off value)가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개는 0.8 이상에서 

심근경색 및 기타 대사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9)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는 매우 잘 알려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였으며 단위는 Kg/m2 이다. 

 

(10) 당뇨병 (Diabetes) 

 당뇨병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인지기능과 연관성이 있으며 전반적인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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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척도로 쓰인다. 특히 심혈관 질환, 안과질환 등 당뇨

병이 기저질환으로 있는 경우 다양한 질환에서 위험도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고 

당뇨전단계의 환자에서도 난청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 et al, 2017).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HbA1c 수치를 이용하는 방법

과 공복혈당수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bA1c를 이용하여 

6.5% 이상을 기준으로 당뇨확진자를 선별하여 당뇨병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11) 고혈압 (Hypertension) 

 고혈압은 매우 잘 알려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서 환자 설문을 통하

여 고혈압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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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변수 정의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 녀 

 연령 세 

 흡연 여부 현재 흡연, 비흡연, 금연  

 음주 빈도 

일상적 음주(주 1회 미만) 

중등도(주 2회이상 3회미만) 

고도(주3회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량 

주 1회 미만 

주 2회이상 3회미만 

주3회이상 

<임상적 특성> BMI Kg/m2 

 고혈압 유무 있음, 없음 

 
당뇨 유무  

(HBA1C에 따른 분류) 
있음, 없음 

<지질 검사> Total cholesterol 
정상(<200mg/dL),  

경계-위험(≥ 200mg/dL) 

 HDL 

남성: 정상(<≥40mg/dL),  

위험(<40mg/dL) 

여성: 정상(≥50mg/dL),  

위험(<50mg/dL) 

 LDL 
정상(≤130mg/dL) 

위험(>130mg/dL) 

 Triglyceride 
정상(<150mg/dL) 

위험(≥150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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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continued) 

 변수 정의 

독립변수   

 Apolipoprotein A-1 
정상(<≥116mg/dL),  

위험(<116mg/dL) 

 Apolipoprotein B 

남성: 정상(≤150mg/dL),  

위험(>150mg/dL) 

여성: 정상(≤160mg/dL),  

위험(>160mg/dL) 

 Lipoprotein A 
정상 (≤14mg/dL) 

위험 (>14mg/dL) 

 Apo B/A-1 Ratio 
정상 (0.8 미만) 

위험 (0.8 이상) 

종속변수 

<순음청력검사> 

  

우측 500 Hz dB 

우측 1000 Hz  

우측 2000 Hz  

좌측 500 Hz  

좌측 1000 Hz  

좌측 20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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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분석방법 

 

첫 회 내원 시 청력이 정상인 피검자에 한하여 마지막 내원 시 청력을 기준으

로 정상군과 난청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상지질혈증은 기본지질

검사인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외에도 

아포지단백 A-I, 아포지단백 B-100 및 아포지단백 B-100에 대한 아포지단백 

A-I의 비율 (Apolipoprotein B/A)에 대한 난청의 발생률을 분석하였다. 

첫번째로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을 통해 난청 위험에 대한 생존확률을 추정

하였다. 각각 이상지질혈증군과 지단백 A 및 아포지단백 B/A의 비정상군을 정

상군과 비교하였다. 

또한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하여 당뇨병, 고혈압, 흡연유무 등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통제 후 이상지질혈증이 난청의 발생에 미치는 위험

도를 추정하였다. 이상지질혈증 환자군을 분석한 뒤 하위요인인 지질검사 항목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재추정하였다. 이 때, 이상지질혈증군은 정상

과 비정상군의 범주형 변주로 분석하였으며 하위요인은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좌측 절단된 우측 중도 절단형태의 자료로서 통상적

인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을 수행하거나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코호트 진입 시 연령이 다른 연구대상자에서 같은 생존기간을 똑같이 간

주하는 것에 대한 편차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코호트 진입 시 30세인 대

상자와 70세인 대상자는 같은 10년의 생존기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의미하

는 바가 무척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분석시작 시점이 첫 회 내원

시의 환자의 연령이고 난청은 연령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찰시작 시

점으로 인한 편차를 보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Han, 2018). 연구대상자들의 첫 

회 내원 시 연령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찰시작 연령을 고려하여 도달연령 분

석(attained age analysis)을 통한 콕스비례위험모형으로 위험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검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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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정상군과 이상지질혈증군의 비

교 

 

전체 피검자 261,256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

은 36.44세(18-90)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118,028명(45.18%), 여성 

143,228%(54.82%) 이었다. 이 중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비

율이 더 높았다. 서울과 수원 두 곳의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서울이 151,421명

(57.96%), 수원이 109,835명(42.04%)으로 서울센터에서 검사를 시행한 피검

자가 더 많았다 평균 방문횟수는 4.4회(2-16)였으며 2회 방문자가 75,707명

(28.98%)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회 방문자가 50,191명(14.30%)으로 그 다음

으로 많았다. 16회는 전체 피검자 중 단 1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으로는 평균 BMI는 23.19Kg/m²(12.63-63.70) 였

으며 이상지질혈증군에서 평균 24.35Kg/m²로 정상군의 평균 22.04 Kg/m² 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총 콜레스테롤의 평균은 191.24±33.38mg/dl로 정상군에서 170.09±18.66 

mg/dl이었고 이상지질혈증군에서 212.76±31.23mg/dl로 이상지질혈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중성지방의 평균은 112.64±77.43mg/dl로 이상지질혈증군에

서 149.19±93.17mg/dl이었으며 정상군의 76.70±27.39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HDL-콜레스테롤의 평균은 57.42±14.37mg/dl로 이상지질혈증군에서

54.08±15.45mg/dl이었으며 정상군의 60.69±12.38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LDL-콜레스테롤의 평균은 114.53±30.52mg/dl로 이상지질혈증군에서 

133.62±28.81mg/dl이었으며 정상군의 95.75±17.88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Apolipoprotein A-I의 평균은 145.39±23.59mg/dl로 이상지질혈증군에서 

정상군의 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Apolipoprotein B의 평균은 

90.48±24.04mg/dl로 이상지질혈증군에서 106.63±20.92mg/dl이었으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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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74.61±14.40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Lipoprotein A의 평균은 

25.87±24.71mg/dl이었으며 이상지질혈증군에서 26.79±26.09mg/dl이었으며 

정상군의 24.96±23.24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Apo B/A-1 Ratio의 평균은 

0.64±0.21mg/dl로 이상지질혈증군에서 0.76±0.20이었으며 정상군의 

0.51±0.13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정상군과 이상지질혈증군을 성별과 연령으로 나누어 발생률(단위: 1,000명/인

년)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 정상군의 남성에서는 17.297이었으며 이상지질혈증

군의 남성에서는 17.897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정상군의 여성에서는 

17.099이었으며 이상지질혈증군의 여성에서는 18.752로 남성보다는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정상군의 60세 미만의 군에서는 16.791이었으며 이상지질혈증

군의 60세 미만의 군에서는 17.897 이었다. 정상군의 60세 이상의 군에서는 

21.681이었으며 이상지질혈증군의 60세 이상의 군에서는 21.122으로 모두 근

소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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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s by normal and 

dyslipidemia group 

 

 

 
전체 

(n=261,256) 

정상군 

(n=131722) 

이상지질혈증군 

(n=129,534) 
p 

성별 

남 

여 

 

118028(45.18) 

143228(54.82) 

 

77804(59.07) 

53918(40.93) 

 

40224(31.05) 

89310(68.95) 

<0.0001 

연령 36.44 (7.56) 35.11±6.82 37.79±8.01 <0.0001 

건강검진센터 

서울 

수원 

 

151421(57.96) 

109835(42.04) 

 

74595(56.63) 

57127(43.37) 

 

76826(59.31) 

52708(40.69) 

<0.0001 

평균 방문 횟수 4.40±2.52 4.32±2.46 4.47±2.57 <0.0001 

BMI (Kg/m2) 23.19±3.29 22.04±2.89 24.35±3.25 <0.0001 

총 콜레스테롤* 191.24± 33.38 170.09±18.66 212.76±31.23 <0.0001 

중성지방* 112.64±77.43 76.70±27.39 149.19±93.17 <0.0001 

HDL-콜레스테롤* 57.42±14.37 60.69±12.38 54.08±15.45 <0.0001 

LDL-콜레스테롤* 114.53±30.52 95.75±17.88 133..62±28.81 <0.0001 

Apolipoprotein A-I* 145.39±23.59 147.01±20.77 143.75±26.04 <0.0001 

Apolipoprotein B* 90.48±24.04 74.61±14.40 106.63±20.92 <0.0001 

Lipoprotein A* 25.87±24.71 24.96±23.24 26.79±26.09 <0.0001 

Apo B/A-1 Ratio 0.64±0.21 0.51±0.13 0.76±0.20 <0.0001 

당뇨병 

무 

유 

 

254915(97.57) 

6341(2.43) 

 

129997(98.69) 

1725(1.31) 

 

124918(96.44) 

4616(3.56) 

<0.0001 

고혈압 

무 

유 

 

234644(89.90) 

26360(10.10) 

 

123844(94.11) 

7753(5.89) 

 

110800(5.62) 

18607(14.38)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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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s by normal and 

dyslipidemia group (Continued)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Apolipoprotein A-I, Apolipoprotein B, Lipoprotein A의 단위는 모두 mg/dl 

 

 

 

  

 
전체 

(n=261,256) 

정상군 

(n=131722) 

이상지질혈증군 

(n=129,534) 
p 

흡연 여부 

비흡연 

현재 금연 

현재 흡연 

 

133844(53.35) 

60091(23.95) 

56927(22.69) 

 

80432(63.89) 

25221(20.03) 

20239(16.08) 

 

53412(42.74) 

34870(27.90) 

36688(29.36) 

<0.0001 

좌이 4분법 (dB) 9.97±6.47 9.41±6.08 10.55±6.80 <0.0001 

우이 4분법 (dB) 10.78±6.34 10.24±6.02 11.33±6.61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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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cidence rate on normal group and dyslipidemia group 

 
정상군 이상지질혈증군 

총 인년 난청(명) 발생률* 총 인년 난청(명) 발생률* 

성별       

남 49775 861 17.297 98619 1765 17.897 

여 44504 761 17.099 36901 692 18.752 

연령       

<60 86300 1449 16.791 120133 2132 17.747 

60≤ 7979 173 21.681 15387 325 21.122 

* 1000인년 당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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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군과 비교한 이상지질혈증군에서 난청의 발생률 

 

 정상군과 이상지질혈증군 중에서 제일 처음 방문시에 난청이 발생하지 않은 

피검자들을 선별하여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이용하여 두 군간의 난청 발

생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Figure 1. 은 시간(개월)에 따른 난청의 발생

률을 정상군과 이상지질혈증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이

다. Log rank test를 시행한 결과 두 군에서 난청의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01). 

이상지질혈증군의 기준요소인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각각을 변수로 하위요인분석한 결과 모두 Log rank test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p<.0001). 

이상지질혈증의 진단기준인 위의 네가지 변수 이외에도 지단백 A, 아포지단백 

B/A 비율을 변수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단백 A의 기준값으로 정상군과 비정

상군을 비교한 결과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p=0.4949)(Figure 3). 아포지단백 B/A 비율의 경우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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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Meier Cumulative Curve 

 

 

Figure 2. Kaplan-Maier curve of hearing loss incidence stratified by 

dyslipidemia 

  

Logrank test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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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Meier Cumulative Curve 

 

 

 

Figure 3. Kaplan-Maier curve of hearing loss incidence stratified by 

Lipoprotein A 

  

Logrank test p=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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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Meier Cumulative Curve 

 

 

Figure 4. Kaplan-Maier curve of hearing loss incidence stratified by 

Apolipoprotein B/A ratio 

  

Logrank test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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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난청의 위험도 분석 

 

(1) 이상지질혈증군 및 기타 지질검사를 이용한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난청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총 콜

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기준값에 따라 분류

한 이상지질혈증 환자군을 성별, 나이, BMI, 당뇨병과 고혈압, 음주, 흡연, 운동

정도에 따라 통제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지질혈증군의 난청 발생률(HR 1.018, 95% C.I. 1.018-0.953, p=0.5993)

은 정상군보다 1.018배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통제변수인 연령(HR 

1.017, 95% C.I. 1.017-1.014, p<0.0001)과 중등도의 음주(HR 1.265, 95% C.I. 

1.265-1.173, p<0.0001), 중증도의 음주(HR 1.312, 95% C.I. 1.312-1.193, 

p<0.0001), 에서도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주3회 이상의 

격렬한 운동군(HR 0.840, 95% C.I. 0.840-0.768, p<0.0001)에서는 난청의 발생

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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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x proportional analysis for prediction of hearing loss incidence by 

dyslipidemia.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Hazard 

Ratio 

95% Hazard Ratio 

Confidence Limits 
p-value 

Dyslipidemia* 0.0177 1.018 0.953 1.088 0.5993 

Sex -0.0332 0.967 0.878 1.066 0.5009 

Age 0.0170 1.017 1.014 1.021 <.0001** 

BMI (Kg/m2) 0.1286 1.137 1.007 1.285 0.0388 

Diabetes* -0.0020 0.998 0.919 1.084 0.9604 

Hypertension* -0.0007 0.999 0.988 1.011 0.8930 

Former smoker -0.0767 0.926 0.843 1.018 0.1106 

Current smoker -0.1181 0.889 0.803 0.984 0.0229 

Alcohol Mod.  0.2349 1.265 1.173 1.363 <.0001* 

Alcohol High 0.2715 1.312 1.193 1.443 <.0001* 

Vigorous Exercise  

1-3 times/wk 

-0.0603 0.941 0.877 1.010 0.0927 

Vigorous Exercise  

>3times/wk 

-0.1738 0.840 0.768 0.919 0.0001* 

* 기준값(변수설명 참고)을 기준으로 정상과 환자군으로 분류한 범주형 변수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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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지질혈증군의 하위요인 분석 

 

 이상지질혈증 환자군에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으로 

나누어 하위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이상지질혈증군의 하위

요인이지만 총 콜레스테롤의 상당부분은 LDL-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다중공선

성이 있을 수 있어 배재하였다. 이때는 범주형변수가 아닌 모두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LDL-콜레스테롤(HR 1.003, 95% C.I. 1.001-1.005, p=0.001), 지단백 A(HR 

1.003, 95% C.I.1.002-1.004, p<0.0001)에서 난청의 발생률의 유의하게 높았다. 

통제변수인 성별(HR 1.016, 95% C.I. 1.013-1.019, p<0.0001)과 BMI(HR 1.182, 

95% C.I. 1.045-1.338, p<0.0078), 중등도의 음주(HR 1.221, 95% C.I. 1.132-

1.317, p<0.0001), 고도음주(HR 1.266, 95% C.I. 1.148-1.396, p<0.0001)에서

도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주3회 이상의 격렬한 운동군

(HR 0.780, 95% C.I. 0.780-0.933, p=0.0005)에서는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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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b-factor analysis using Cox proportional analysis for prediction 

of hearing loss incidence by full-lipid profile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Hazard 

Ratio 

95% Hazard Ratio  

Confidence Limits 
p-value 

HDL-Cholesterol 0.002 1.002 0.998 1.006 0.2781 

LDL-Cholesterol 0.003 1.003 1.001 1.005 0.0010** 

Triglyceride 0.0001 1.000 1.000 1.001 0.4473 

Lipoprotein A 0.0029 1.003 1.002 1.004 <.0001** 

Apo B/A -0.3198 0.726 0.513 1.028 0.0713 

Sex 0.0159 1.016 1.013 1.019 <.0001** 

Age 0.0206 1.021 0.924 1.128 0.6857 

BMI (Kg/m2) 0.1674 1.182 1.045 1.338 0.0078** 

Diabetes* 0.0066 1.007 0.927 1.093 0.8751 

Hypertension* 0.00107 1.001 0.989 1.013 0.8595 

Former smoker -0.0821 0.921 0.838 1.013 0.0888 

Current smoker -0.1097 0.896 0.809 0.992 0.0353 

Alcohol Mod.  0.1993 1.221 1.132 1.317 <.0001** 

Alcohol High 0.2357 1.266 1.148 1.396 <.0001** 

Vigorous Exercise  

1-3 times/wk 

-0.0534 0.948 0.884 1.017 0.1368 

Vigorous Exercise  

>3times/wk 

-0.1587 0.853 0.780 0.933 0.0005** 

* 기준값(변수설명 참고)을 기준으로 정상과 환자군으로 분류한 범주형 변수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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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달연령(Attained age) 보정을 시행한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위험도 

분석 

 

 난청은 연령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아 같은 관찰기간동안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연령으로 인한 왜곡을 보정하기 위하여 첫 내원시

의 연령을 고려하여 도달연령보정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

였다. 

 

(1) 이상지질혈증군 및 기타 지질검사를 이용한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난청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기준값에 따라 분

류한 이상지질혈증 환자군을 성별, 나이, BMI, 당뇨병과 고혈압, 음주, 흡연, 운

동정도에 따라 통제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지질혈증군에서는 난청 발생 

위험이 0.959 로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중등도의 음주(HR 1.202, 95% C.I. 1.116-1.295, p<0.0001), 

중증도의 음주(HR 1.161, 95% C.I. 1.056-1.277, p=0.0020)에서 난청의 발생률

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3회 이상의 격렬한 운동군(HR 0.818, 95% C.I. 0.748-

0.895, p<0.0001)에서는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고혈압 환자군(HR 0.900, 95% C.I. 0.830-0.976, p=0.0113)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오히려 난청의 발생률이 낮아지는 결과 보여 가설과는 대비되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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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ge-attained Cox proportional analysis for prediction of hearing loss 

incidence by full lipid profile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Hazard 

Ratio 

95% Hazard Ratio 

Confidence Limits 
p-value 

Dyslipidemia* -0.0415 0.959 0.898 1.025 0.2168 

Sex -0.0163 0.984 0.894 1.083 0.7390 

BMI (Kg/m2) 0.0027 1.003 0.991 1.014 0.6370 

Diabetes* 0.0330 1.034 0.915 1.168 0.5958 

Hypertension* -0.1052 0.900 0.830 0.976 0.0113** 

Former smoker -0.0834 0.920 0.836 1.012 0.0856 

Current smoker -0.0752 0.928 0.837 1.027 0.1492 

Alcohol Mod.  0.1842 1.202 1.116 1.295 <.0001** 

Alcohol High 0.1494 1.161 1.056 1.277 0.0020** 

Vigorous Exercise  

1-3 times/wk 

-0.0581 0.944 0.879 1.012 0.1061 

Vigorous Exercise  

>3times/wk 

-0.2004 0.818 0.748 0.895 <.0001** 

* 기준값(변수설명 참고)을 기준으로 정상과 환자군으로 분류한 범주형 변수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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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지질혈증군의 하위요인 분석 

 

이상지질혈증 환자군에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으로 

나누어 하위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이상지질혈증군의 하위

요인이지만 총 콜레스테롤의 상당부분은 LDL-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다중공선

성이 있을 수 있어 배재하였다. 이때는 범주형 변수가 아닌 모두 연속형 변수

로 처리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질검사 항목 중에서는 LDL-콜레스테롤(HR 1.003, 95% C.I. 1.001-1.004, 

p=0.001), 지단백A(HR 1.002, 95% C.I. 1.000-1.003, p=0.0230)에서는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포지단백B/A(HR 0.663, 95% C.I. 0.468-0.940, 

p=0.0209)은 유의하게 난청의 발생률이 낮았지만 연구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

를 보였다. 

통제변수인 중등도의 음주(HR 1.174, 95% C.I. 1.089-1.266, p<0.0001), 고도

음주(HR 1.123, 95% C.I. 1.078-1.238, p<0.0202)에서도 난청 발생 위험이 유

의하게 높았다. 주3회 이상의 격렬한 운동군(HR 0.824, 95% C.I. 0.753-0.902, 

p<0.0001)에서는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고혈압

(HR 0.901, 95% C.I. 0.830-0.978, p<0.0123)에서도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연구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7). 

 

  



- 35 - 

Table 7. Sub-factor analysis using age-attained Cox proportional analysis 

for prediction of hearing loss incidence by full-lipid profile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Hazard 

Ratio 

95% Hazard Ratio  

Confidence Limits 
p-value 

HDL-Cholesterol 0.0007 1.001 0.997 1.005 0.7208 

LDL-Cholesterol 0.0025 1.003 1.001 1.004 0.0096* 

Triglyceride 0.0001 1.000 1.000 1.001 0.6006 

Lipoprotein A 0.00153 1.002 1.000 1.003 0.0230** 

Apo B/A -0.4103 0.663 0.468 0.940 0.0209** 

Sex 0.0051 1.005 0.993 1.017 0.4051 

BMI (Kg/m2) 0.0204 1.021 0.924 1.127 0.6869 

Diabetes* 0.0563 1.058 0.935 1.197 0.3707 

Hypertension* -0.1045 0.901 0.830 0.978 0.0123** 

Former smoker -0.0851 0.918 0.835 1.010 0.0800 

Current smoker -0.0686 0.934 0.843 1.035 0.1896 

Alcohol Mod.  0.1605 1.174 1.089 1.266 <.0001** 

Alcohol High 0.1157 1.123 1.018 1.238 0.0202** 

Vigorous Exercise  

1-3 times/wk 

-0.0561 0.945 0.881 1.014 0.1181 

Vigorous Exercise  

>3times/wk 

-0.1933 0.824 0.753 0.902 <.0001** 

* 기준값(변수설명 참고)을 기준으로 정상과 환자군으로 분류한 범주형 변수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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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1.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이상지질혈증이 난청의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의 의무기록을 이용한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

다.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혈액검사 중 지질검사항목은 한가지의 지질성분이 높게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개의 항목이 동반하여 이상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아포지단백A는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상당부분 반영하며 비슷하게 

아포지단백B는 LDL-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지질검

사 항목간에 다중공산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지질검사 항목은 정상과 비정

상으로 단순히 이원화되기보다는 비정상범주도 경계, 저위험, 고위험등으로 세

분화되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군을 단순히 정상의 상한선을 기준값으로 이원화

하여 정상군과 이상지질혈증군으로 분리하기에는 분석에 무리가 있다. 하위요

인 분석에서 총 콜레스테롤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지질검사 항목으로만 시행한 

이유는 총콜레스테롤은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합산하

여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총 콜레

스테롤은 성분은 LDL-콜레스테롤이 대부분 차지한다. 실제로 분석을 시행하기 

전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의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각각 약 14, 12 정도로 총 콜레스테롤을 변수에서 제외한 후 LDL-

콜레스테롤의 분산팽창인자는 1점 대로 하락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이상지질혈증의 관찰종료 시점에서의 이환 유무를 확

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은 질병군으로 보지 않고 심

뇌혈관계질환의 위험요소로 중의 하나로 본다. 식이조절이나 생활양식의 조절 

및 약물 투여를 통하여 일부분 개선되기도 한다. 따라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찰기간 중에 이상지질혈증이 완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 반

대로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관찰기간 중에 이상지질혈증에 이환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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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피검자의 약 절반가량이 2회만 방문하였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이 

관찰기간 중 얼마의 기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Odeh et al.

의 환자-대조군 연구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의 이환기간이 상당기간 되어야 난

청과 이상지질혈증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Odeh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난청의 발생률을 분석할 때 단순히 1회차 내원시점

부터 난청발생까지의 관찰시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지 않고 내원시점의 연령을 

고려하여 도달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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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혈중 지질은 심뇌혈관질환의 중대한 위험인자이다. 따라

서 이상지질혈증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은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미소혈관 기

능이상, 대사성 저산소증, 색전, 와우혈관의 과점액성 등 혈관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지방 식이를 시행한 기니피그의 달팽이관을 병리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코르티기관에 위치한 혈관조의 표면에서 실질과 공포가 돌출된 것을 확인

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혈관조의 모세혈관에서 공포성 변성과 외유모

세포의 변연부의 부종도 발견되었다(Saito et al, 1986).  

Thakur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가지 지질 성분 중에서도 특히 LDL-콜레

스테롤이 청각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정상그룹에서는 특정 지질성분

과 청력과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정상 청력군에서 청성뇌간반응을 

이용하여 청각파형을 분석한 결과 LDL-콜레스테롤에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HDL-콜레스테롤 수치의 이상이 동반될 때 더욱 유의하였다

(Thakur et al, 2011). 비슷하게 924명의 연구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HDL-콜레

스테롤이 낮은 그룹에서 유의하게 청력 역치가 높아진 연구 결과도 있다

(Suzuki et al, 2000). 89명의 여성과 128명의 남성에서 혈구검사 및 전해질검사 

등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혈액검사결과와 노인성 난청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여성인구에서의 HDL-콜레스테롤에 대한 LDL-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높을수록 

청력의 역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지단백 및 아포지단백에 대한 분석은 제외되었다(Lee et al, 1998).  

연구자마다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질성분으로 각기 다른 변수를 제

시했으나 어느 한 변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전을 밝힌 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

었다. 

 

  



- 39 -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이 난청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상지질혈증군에서 일정 시간 경과 후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상지질혈증군을 하위분석하였을 때 특히 LDL-콜레스테롤과 지단백

A의 수치가 난청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을 정상군과 이상지질혈증군으로 나누 분

분석 보았을 때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면 특히 양측의 청력을 단

순 비교하였을 때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존분석에서는 이상지질혈증군 및 그 하위 그룹 분석에서도 모두 유의한 발

생률의 차이를 보였다. 기본 지질검사 항목 이외에서는 아포지단백 B/A 비율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지단백 A 단독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이상지질혈증군에서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지만 하위요인분석에서는 LDL-콜레스테롤과 지단백

A가 높을 때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도달연령 보정을 이용한 콕스

비례위험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군에서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지만 하위요인분석에서는 LDL-콜레스테롤과 지단백A가 높을 

때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통제 변수로는 중등도의 음주, 중증도의 

음주에서 난청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3회 이상의 격렬한 운동군에서

는 난청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비교적 큰 규모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지질검사 항목 이외에도 아포지단백A, 아포지단백B, 지단백A

를 반영하여 분석한 것에 차별점이 있다. 또한 도달연령 콕스비례위험도 분석

을 이용하여 발생시점의 연령을 보정하여 난청의 위험도를 추정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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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Hearing loss is one of the common chronic disease in 

daily life with various causes. In last decade, hearing loss patients has been 

increased by 10% which was 4.8% every year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im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yslipidemia on incidence of hearing 

loss in general population via a large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 a general 

hospital medical check-up. 

 

Subject and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medical records 

of Kangbuk Samsung Hospital medical check-up center in Seoul and Suwon from 

Jan 2002 to Dec 2018. Medical records of 261,614 patients were enrolled and 

then 261,256 patients were qualified for the study. Kaplan-Maier survival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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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model were used. 

 

Results: Comparison between normal group and dyslipidemia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Kaplan-Maier survival analysis. (p<0.0001) 

Adjusting diabetes, hypertension and BMI, only LDL-cholesterol (HR 1.003, 95% 

C.I. 1.001-1.004, p=0.001) and Lipoprotein A (HR 1.002, 95% C.I. 1.000-1.003, 

p=0.0230)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ttained age COX proportional hazard 

ratio analysis.  

 

Conclusions: LDL-cholesterol and Lipoprotein A have significant effect on 

incidence of hearing loss in general population. 

 

 

Keywords: Dyslipidemia, hearing loss, attained age analysis, cohort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