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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나 귀에서 들

리는 소리로 정의하며 흔하게 관찰되는 이과적 증상이다(Ba-
guley et al., 2013). 이 증상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 병원을 찾거나 약물의 도움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의 이명 환자들은 이명 증상으로 인

해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 불안, 욕구장애, 불

면과 같은 질환이 발생되기도 한다(Nondahl et al., 2007). 이러

한 이명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병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

가 증상 회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타자기 이명(typewriter tinnitus)은 제8번 뇌신경인 와우신

경(cochlear nerve)이 전하소뇌동맥(anterior-inferior cerebellar 

artery, AICA)에 의해 눌림으로 발생하는 신경혈관 질환으로 

전형적인 스타카토(staccato) 양상의 이명(혹은 타자기 치는 소

리, 팝콘 터지는 소리, 기관총 쏘는 듯한 소리)을 특징으로 한

다(Levine, 2006). 동일한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삼차신경통

(trigeminal neuralgia)의 치료에 carbamazepine 투여가 효과

적임에 착안해 타자기 이명의 치료에 이 약물이 사용되었고 증

상 호전에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Mardini, 1987). 

하지만 carbamazepine은 심각한 간 기능 손상이나 골수 억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 약물의 사용 동안 지속적

인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장기간 사용에 부담이 따른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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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1994). 

또한 이 질환은 전형적인 이명 양상이나 약물에 대한 우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예가 드물어 진단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증상 발생 후 적절

한 약물의 초기 투여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타자기 이명 환자에서 조기에 carbamazepine

을 투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치료적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최근 저자들은 이명 발생 15일 후에 본원을 방문한 환자를 

특징적인 이명 양상 및 이학적 검사에 의거하여 타자기 이명으

로 진단하였고, 이에 3주간 carbamazepine을 투여하여 완전하

게 증상이 소멸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CASE REPORT

67세의 남자 환자가 15일 전부터 반복되는 우측 이명을 주소

로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내원하였다. 환자가 표현하는 이명

의 양상은 콩 볶는 듯한 소리로 맥박보다 빠른 속도로 들렸으

며 한번 이명이 발생하면 5~20분가량 지속되고 하루에 수차례

씩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 환자의 이명을 유발하는 특별한 요인

은 없었다. 환자는 이명으로 인해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호소하였고 우측 이충만감이 동반되어 있으나 청력의 

저하,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과거력상 고혈압 이외에 특이한 병력은 없었으며 이학적 검

사상 외이도와 고막 모두 정상 소견으로 관찰되었다. 순음청력

검사에서 3분법상 우측 28 dB HL, 좌측 33 dB HL의 청력역치

를 보였으며 양측 모두 고음으로 갈수록 청력이 저하되는 하강

형 감각신경성 난청의 양상을 나타내었고(Figure 1), 어음청취역

치 검사에서는 우측 35 dB HL, 좌측 38 dB HL로 순음청력검

사와 큰 차이가 없는 역치로 측정되었다. 청성뇌간반응검사(au-
ditory brainstem response)에서 90 dB nHL I~V파의 파간 잠복

기는 각각 4.2 m/sec(우측), 4.46 m/sec(좌측)이고 V파의 잠복기

는 각각 6.15 m/sec(우측), 6.28 m/sec(좌측)로 간격의 연장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이명이 있는 우측의 진폭이 I파, III파, V파

에서 각각 0.03 μV, 0.23 μV, 0.11 μV로 좌측의 0.11 μV, 0.51 μV, 

0.13 μV에 비해 전 영역에 걸쳐 현저하게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Figure 2). 이명검사에서 환자의 이명은 순음, 협대역 및 백색

잡음 등 모두에서 비견할 만한 유사한 성상의 소리를 찾을 수 

없었다.

환자의 문진 및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타자기 이명을 고려

하였고 질환의 진단적 치료를 위하여 carbamazepine 200 mg

을 1일 저녁에 1회 복용하도록 1주간 처방하는 동시에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시행하였다. 촬영한 

후두와 자기공명영상(posterior fossa MRI) 소견상 우측 AICA

가 8번 신경에 근접하여(Figure 3A) 있으나 내이도(internal au-
ditory canal)로의 혈관고리(vascular loop)의 침범은 없는 양상

이 관찰되었다(Figure 3B). 일주일 후 재방문한 환자는 carba-
mazepine을 투약한 다음 날 즉시 이명이 소실되어 약물치료에 

효과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2주간 동일한 용량의 약물을 추

Figure 1. The audiogram shows symmetric hearing loss at the high frequency region (A, B) of the patient with typewriter tinnitus in the right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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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여한 후 약물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1년 6개월이 지난 현

재까지 증상이 소실된 상태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DISCUSSIONS 

동맥에 의한 뇌신경의 압박은 신경 자체에 자극을 일으켜 과

활성 시키고, 진행할 경우 신경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 예로 5번 뇌신경의 혈관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삼차신경통

(trigeminal neuralgia), 7번 뇌신경의 압박 증상으로 유발되는 

편측안면연축(hemifacial spasms), 9번 뇌신경과 연관된 설인신

경통(glossopharyngeal neuralgia) 등이 있다. 

Mardini(1987)는 자신에게 발생한 ear-clicking 양상의 이명을 

최초에 근육수축 이상으로 발생하는 구개근 경련(palatal myoc-
lonus)으로 생각하고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고막장근(tensor 

tympani muscle)과 등골근(stapedial tendon) 제거 수술을 시

행받은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이 증상이 신경학적 이상에 의

해 유발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정을 하였다. 이 가정을 근거로 

신경감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삼차신경통의 치료에 carbam-
azepine이 효과적임을 고려하여 이 약물을 투여하였고, 약물 

복용 후 이명은 극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약의 간 독성(liver tox-
icity)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후 증상이 재발하였음을 보고하

였다(Mardini, 1987).

“타자기 이명”이라는 진단은 Levine(2006)이 8번 뇌신경의 

동맥 압박에 의해 유발되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스타카토 양

상의 타자기 치는 소리, 팝콘 터지는 소리, 혹은 기관총 쏘는 듯

한 소리 등의 특징적인 이명이 동반된 6명의 환자에게 carbam-
azepine을 투약한 후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인 증례를 보고하

며 처음으로 명명하였다(Levine, 2006).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

해 타자기 이명의 치료에 carbamazepine의 치료가 효과적이라

는 증례 보고들이 있었으며(Bae et al., 2017; Brantberg, 2010; 

Mathiesen & Brantberg, 2015; Nam et al., 2010), 최근에는 이 

질환의 진단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진단적인 carbamazepine 

투여로 그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Sun-
woo et al., 2017). 

국내에 발표된 타자기 이명에 대한 증례는 드물어 8번 뇌신

경 혈관 압박(neurovascular compression)에 대한 7예의 보고

가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명과 동시에 현훈을 호소하였으며 본 

증례와 같이 단독적인 이명 증상은 2예에 불과하였다(Kim et 

al., 2014). 이와 같이 전형적인 임상 양상과 carbamazepine에 

관한 우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희소성으로 인해 타자

기 이명이 발병된 환자들은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해 약물이 

투여되기까지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진단 및 치료에 시간이 지체되면 압박에 의한 

8번 뇌신경의 변화는 더욱 진행하여 질환의 예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이 질환에 이환된 환자의 청성뇌간반

응검사의 변화는 이환 기간이 증가할수록 진행하여 초기 단순

한 신호전달장애인 II파 감소에서 4년 정도 경과 후 신경의 국소 

탈수초화를 나타내는 I~III파 간 간격 연장이 보이고 마침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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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auditory brainstem re-
sponse test shows no latency prolonga-
tion between waves I and V. However, 
wave I through wave V amplitude of the 
right ear (A) decreased compared to the 
left ear (B).

Figure 3. The AICA loop (black arrow) 
abuts onto the auditory nerve close to 
the entry of IAC (A). The AICA loop (gray 
arrow) does not enter the IAC (B). AICA: 
anterior-inferior cerebellar artery, IAC: 
internal auditory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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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상하기 위한 정상측 III~V파 간 간격 연장에까지 이르게 

된다(De Ridder et al., 2004). 본 증례의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는 병변 부위인 우측의 파간 간격의 연장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파형의 전반적인 진폭의 감소가 동반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와

우신경의 압박 초기의 신호전달장애는 있으나 탈수초화와 같은 

신경의 진행성 병변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Sunwoo et al.(2017)이 보고한 22예의 타자기 이명 환자의 경

우 증상이 발생하여 carbamazepine이 투여되기까지 6개월~7

년(평균 14.6개월)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 환자 중 완전

하게 약물로 치료된(complete remission) 경우는 3예(13.6%)에 

지나지 않았다(Sunwoo et al., 2017). 국내에 보고된 7예의 경우

에도 환자들의 이환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약물의 

평균 투여기간은 평균 6.1개월(1~13.5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의 

투여가 필요했다(Kim et al., 2014). Carbamazepine은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재생불량성빈혈 등과 같은 조혈계 부작

용의 발생이 있고, 간기능, 신기능, 위장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

의 우려가 있어 투여 전에 일반혈액검사 및 간기능, 신기능, 전

해질에 대한 초기 검사를 시행하고 초기 투여 2개월 동안은 2

주에 한 번씩, 이후 3개월마다 일반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유되는 장기 투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약물이

기도 하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2).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증상 발현 15일 만에 진단 및 투약이 이루어졌

고 단 3주간의 약물 투여로 이후 1년 6개월간 증상의 재발현이 

없는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증례에서 이전 연구

들과 다르게 약물의 진단적 조기 투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

해 혈관 압박에 의한 신경의 진행성 손상이 이른 시간에 차단

되어 와우신경의 불가역적인 변화가 방지되었고 더불어 빠른 

신경 기능 회복이 이루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타자

기 이명에 대한 조기 진단적 carbamazepine 투여가 짧은 투약 

기간과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장기간 약물 복용

에 따른 부작용인 간 손상이나 조혈기능 억제 등의 부작용의 

발현 빈도를 줄이는 동시에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여 신속한 일

상 생활의 복귀를 가져온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영상학적 검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견은 있으나 몇몇 연구

자들은 질환의 진단을 위해 이러한 검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15명의 타자기 이명의 환자를 증상이 있는 환

측, 증상이 없는 건측, 질환이 없는 대조군의 일측으로 나누어 

분석한 MRI 연구에서 세 군 간의 유의한 해부학적 이상(혈관 

주행이 내이도를 압박하는 양상)의 차이는 없었으며(Bae et al., 

2017), 이후 진행된 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MRI 분석에서도 

신경과 혈관 간의 접촉이 없는 타자기 이명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62.5%)을 차지하였다(Sunwoo et al., 2017). 이러한 주장

을 토대로 본 증례에서는 환자의 전형적인 이명 양상(콩 볶는 

듯한 소리)에 근거하여 MRI 촬영 이전에 carbamazepine을 투

여하였으며 환자는 투약 다음 날부터 완전히 이명이 소실되는 

경과를 보였고, 이후 획득한 MRI 소견에서도 혈관과 신경 간의 

접촉은 있었으나 내이도 내로 혈관고리의 침범은 관찰되지 않

아 전형적인 신경혈관 압박은 영상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수술에 의한 미세혈관 감압술(microvascular decompres-
sion)도 타자기 이명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술자에 따

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으며

(Guevara et al., 2008; Okamura et al., 2000; Ryu et al., 1999), 

30% 이상의 환자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yu et al., 1998). 또한 미세혈관 감압술 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완전 청력소실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carbam-
azepine 같은 우수한 진단적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물의 사용

이 수술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증례에서도 수술

적인 치료에 대한 일차적 고려 없이 약물의 투여가 선행되었다.

향후 치료 시점과 예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해 

carbamazepine 투약 시기에 따른 타자기 이명의 예후를 평가

하는 임상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저자들은 이명 발생 

15일 만에 carbamazepine을 3주간 투여하여 완전히 이명이 

사라진 증례를 경험하였다. 이에 영상학적 진단검사에 의존하

기 보다는 전형적인 이명의 양상에 의거하여 타자기 이명을 진

단하고 조기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 향상에 도

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0:0�이명·카바마제핀·신경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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