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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각신경병증은 감각신경성난청의 일종으로, 이음향방사

(otoacoustic emission) 검사에서는 정상 반응을 보이지만 청성

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검사에서는 반응이 나

타나지 않거나 매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질환이다(Starr 

et al., 1996; Kim, 2008). 이는 외유모세포의 기능은 보존되어 

있으나, 내유모세포에서 제1형 청신경세포로 이어지는 청각전

달로에 이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일반적인 감각신경

성난청의 경우, 원인 병변이 외유모세포를 우선적으로 침범하

기 때문에 외유모세포의 기능을 반영하는 이음향방사는 나타

나지 않고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는 유모세포의 손상 정도에 비

례하여 그 역치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는 것에 대조된다.

청각신경병증은 1995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 14차 국제

청각유발반응학회에서 Arnold Starr가 ‘auditory neuropathy’ 

라는 병명으로 처음 소개하였고, 같은 해 Sininger et al.(1995)

이 3명의 환자를 문헌을 통해 처음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Kim et al.(2003)이 1998년 제 72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

대회에 3명의 청각신경병증 환자를 보고하면서 처음 소개되었

다. 청각신경병증은 병변의 위치, 청각적 수행력, 질환의 경과 

등이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audi-
tory neuropathy spectrum disorder (ANSD)라는 병명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청각신경병증의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청력 역치는 정

상에서 심도 난청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난청은 영구적

인 경우가 많으나 자연 호전되거나 변동하는 경우도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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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신경의 선천적 이상, 후천적 대사 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청신경 외 다른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증상은 어음

인지도가 매우 나쁘다는 점이며, 배경 소음이 있는 경우 어음인

지도는 더욱 저하된다. 

일반적인 감각신경성난청의 경우 청력역치의 상승 정도에 비

례하여 어음인지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청력 역치와 어음인지

도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 보청기가 도움이 되며, 청력 역치와 

어음인지도 모두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인공와우이식을 통해 

말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청각신경병증의 경우 청력 역치

와 무관하게 어음인지도가 매우 나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청각

재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청각신경병증의 치료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청각신경병증의 치료를 위한 우선적인 고려 사항

청각신경병증의 발병 연령은 출생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출생시 혹은 신생아기에 발병한다

(Sininger & Oba, 2001). 신생아 난청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점은 조기 치료인데, 이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보편화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난청을 가진 신생아는 생후 3개월 이내

에 확진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이용한 조기 치료를 시

작하며, 심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1세 전후에 인공와우이식

을 받음으로서 정상에 가까운 말언어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청각신경병증을 가진 신생아의 경우 두 가지 이유로 인

해 조기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청력 역치가 정

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청각신경병증 환자가 공통적으로 

어음인지도는 매우 저하되어 있으나, 청력 역치는 정상에서 심

도 난청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청

성뇌간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청성뇌간반응검사로는 청

력 역치를 알 수 없어 영아기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연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다. Berlin et al.(2003)의 보고에 의하면 100명의 청각신경병

증 환자 중 7명에서 비록 청성뇌간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소음 

환경에서 불편은 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상적인 말언어 발

달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러한 회복은 생후 1세 6개월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Raveh et al.(2007)은 19명의 소아 환자 중 

4명에서 생후 1년 안에 청력의 자연 호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

고, Attias & Raveh(2007)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청각

신경병증을 진단받은 5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청력검

사를 시행한 결과 생후 12개월 이내에 청성뇌간반응과 청력역

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각신경병증

을 가진 영아기 환자에서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자연 

회복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치료 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각신경병증의 치료

청각신경병증의 주 증상은 “어음인지도가 크게 저하된 난청”

이기 때문에 보청기, FM 보청기, 그리고 인공와우이식이 치료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보청기 

보청기는 단순히 청력 역치만을 낮추기 때문에 청각신경병증

을 가진 아동의 말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각신경병증 환자는 개개의 청신경섬유에서 방출되는 

활동전위의 동시성(synchrony)의 소실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소

리 신호를 처리하는 능력인 시간 정보처리(temporal processing 

ability)가 저하되어 있다(Zeng et al., 1999). 사람의 말소리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소리 신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소리는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 즉 어음

인지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하

여 청력역치를 개선할 뿐 시간정보 처리를 향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음인지도가 개선되지 않으며, 따라서 말언어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보청기가 어음탐지역치(speech 

detection threshold)를 낮출 수는 있기 때문에 청력 역치가 상

승된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하되, 출력을 가능한 줄여 유모세

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Sininger et al., 1995). 청

각신경병증 아동은 청력 역치가 정상일 수 있고 청성뇌간반응

검사로 청력 역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각강화 청력검사와 같

은 행동반응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 역치를 확인한 후 보청기 

사용 여부와 보청기 이득을 결정하여야 한다. 

FM 보청기 

어음인지도의 저하는 소음 환경에서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학교, 승용차 안, 식당 등 배경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FM 보

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FM 보청기

는 조용한 환경에서의 어음인지도가 어느 정도 보존된 환자에

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인공와우이식

인공와우이식은 와우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와우를 대체

하는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따라서 와우 병변으로 인

한 난청인 경우만 이식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신경의 

병변으로 인한 난청은 인공와우이식의 주된 금기로 여겨져 왔

다. 청각신경병증은 이음향방사검사에서는 정상 반응을 보이고 

청성뇌간반응 검사에서는 무반응인 점으로 미루어 청신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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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이 주 원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공와우이식

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특히 초기에 시행했던 인공와

우이식의 결과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청각신경병증

에서 인공와우이식은 널리 시행되지 못하였다(Miyamoto et al., 

1999; Rance et al., 1999). 하지만 내유모세포의 병변이나 내유

모세포와 제1형 청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에 국한된 병변

으로도 청각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인공와우이식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Amatuzzi et 

al., 2001; Varga et al., 2003). 내유모세포나 시냅스의 병변은 

인공와우가 작동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Gibson & Sanli(2007)는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60명의 

소아 청각신경병증 환자 중 75%에서, Teagle et al.(2010)은 인

공와우이식을 받은 청각신경병증 환자의 약 50%에서, 그리고 

Jeong et al.(2007)은 이식 아동의 약 65%에서 우수한 말지각

력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공와우이식이 청각신경병증의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지만, 시행 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청각

신경병증 환자가 인공와우이식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공와우이식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

하는 25~50%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 전에 미리 알아내어 그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각신경병증 

환자의 인공와우이식 후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이 명확히 밝혀

져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청신

경의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이식 후 결과가 부

진하고 내유모세포나 시냅스의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 이식 후 결과가 우수하다. 인공와우는 내유모세포와 시냅

스를 건너뛰어 청신경을 직접 전기자극하는 장치이므로, 내유

모세포나 시냅스의 병변은 인공와우가 작동하는데 영향을 미

치지 않기 때문이다. 청신경의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에는 난청 

외에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우, MRI 검사에서 와우신경부

전(cochlear nerve deficiency)을 가진 경우가 해당한다. 특히 

와우신경부전은 선천성 청각신경병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데, 많게는 선천성 청각신경병증의 약 30%에서 동반되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 이 경우 인공와우이식의 효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Colletti et al., 2013). 

내유모세포의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에는 MRI 검사에서 정상

적인 와우신경을 가진 경우, OTOF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

우 등이 해당한다. 특히 OTOF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청각

신경병증은 인공와우이식의 결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Loundon et al., 2005). OTOF 유전자는 내유모세포

와 제 1형 청신경을 연결하는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에 관여하는데, 돌연변이가 생길 경우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장

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청각신경병증의 검사소견에 부합하는 

난청이 발생한다(Varga et al., 2003). 이와 같이 청각신경병증 

환자에서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MRI 검사와 유전

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이식 대상자 선정과 기대치 조절에 필요

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Jeong & Kim, 2013). 

인공와우이식에 앞서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신생아의 청각

신경병증은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생후 12~18개월 이내에 자연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각신경병증으로 진

단된 신생아 혹은 영아의 경우에는 적어도 생후 12개월까지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포함한 청력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자연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술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인공와우이식에 앞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청력 역치이

다. 청각신경병증을 가진 아동은 청력이 정상에서 심도 난청까

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심도 난청이면서 말언어발달의 진

전이 없는 경우 인공와우이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청력 역치가 정상이거나 중등도 난청 이하인 경우에는 인공와

우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청각신경병증의 주요 병태생리는 단순한 청력 역치의 

상승이 아니라 각각의 청신경섬유에서 방출되는 활동전위의 

비동기화(dys-synchrony)에 기인한 어음인지도의 저하이다. 인

공와우를 통한 전기 자극은 말소리 자극에 비해 더욱 동기화된 

활동전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인지도의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각신경병증에서 인공와우이식을 결정하

는 기준은 청력 역치(detection threshold)가 아닌 어음인지도

(discrimination)가 되어야 한다. Hood(2015)의 보고에 따르면, 

1~8 kHz 영역에서 정상 청력 역치를 가지고 있으나 어음인지

도가 8~10%(소음 하 어음인지도 0%)로 저하된 15세 청각신경병

증 아동에게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한 결과 어음인지도가 96% 

(+10 dB SNR에서 74%)로 상승되었다고 하였다. 

시각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

부족한 어음인지도를 보완하기 위해 보청기나 FM보청기의 

사용과 함께, 구화의 문법구조에 부합하는 signed language나 

cued speech 등의 시각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조적으

로 이용하면 말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Berlin et al., 

1998).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도 말지각력이 부족한 경

우에는 시각을 이용한 의사 소통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Hood, 2015). 

CONCLUSION

청각신경병증은 청성뇌간반응 검사에서 반응이 없는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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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약 10%를 차지하는 드물지 않은 질환이다. 청각신경병

증 환자의 임상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청각적 

상황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각을 보조적으로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 보청기, FM 보청기, 그리고 인공와우이

식 등의 치료 방법들을 아동의 상태에 따라 적기에 적절히 적용

하여 최선의 말언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0:0�청각신경병증·인공와우이식·청성뇌간반응·이음

향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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