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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auditory brainstem responses (ABRs) are widely recognized as the most effective evoked potential test. However, 
ABRs are limited by restrictions on maximum presentation levels (90 dBnHL) and by subjective interpretational process for de-
termining threshold. To compensate those limitations auditory steady- state responses (ASSR) is recently developed.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egree between ASSR thresholds and pure tone thresholds in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Multiple auditory steady- state responses were evoked by eight tonal stimuli (four per ear), with each stimulus simultaneously mo-
dulated in both amplitude and frequency. The modulation frequencies varied from 66 to 99 Hz and the carrier frequencies were 500, 
1000, 2000 and 4000 Hz. 40 normal ears and 65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ears participated. The differences between ASSR 
thresholds and pure tone thresholds in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and the normal hearing were 15.0±8.3, 12.4±8.5, 12.4±
8.0 and 16.2±9.1 for 500, 1,000, 2,000 and 4,000 Hz carrier frequencies,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0.966, 0.969, 
0.972 and 0.958 for each frequency. The differences between ASSR thresholds and pure tone thresholds in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were 7.6± 13.3, 0.2±12.3, 1.0±12.9, 1.2±16.3 for 500, 1,000, 2,000 and 4,000 Hz carrier frequencies, respectively. The 
differences between ASSR thresholds and pure tone thresholds in the normal ears were 18.5±7.2, 17.0±8.0, 15.8±7.6, 20.3±8.2 
for 500, 1,000, 2,000 and 4,000 Hz carrier frequencies,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0.160, 0.105, 0.224 and 0.202 
for each frequency. Further,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group was divided into two groups, pure tone average (PTA) lower 
than 100 dB and PTA higher than 100 dB. The differences between ASSR thresholds and pure tone thresholds in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higher than PTA 100 dB were -1.3±13.2, -9.1±10.4, -9.2±10.6, -12.7±11.6 for 500, 1,000, 2,000 and 
4,000 Hz carrier frequencies, respectively. The differences between ASSR thresholds and pure tone thresholds in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lower than PTA 100 dB were 14.3±8.9, 7.3±8.4, 8.8±8.2, 11.6±10.6 for 500, 1,000, 2,000 and 4,000 Hz carrier 
frequencies,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SSR testing to be extremely helpful in the evaluation with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especially with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higher than 100 dB. The ASSR method provides good estimates 
of the degree of hearing in individuals with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KEY WORDS：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ASSR)·SNHL. 

 

 

INTRODUCTION 
 

객관적으로 청력역치를 측정하는데 청성뇌간반응(audi-
tory brainstem response, ABR)은 가장 효과적인 유발

전위(evoked potential) 검사로 폭넓게 인식되어 왔다. 임

상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클릭음은 1,000~4,000 Hz의 순

음평균역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1,000 Hz이하의 

저주파수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저주파

수 청력을 평가할 수 있는 Toneburst자극을 사용하는 청성

뇌간반응은 주파수 특이성을 가지며 순음청력역치의 500~ 

4,000 Hz를 평가할 수 있으나 파형이 명확치 않아 파형의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청성뇌간반응의 최대자극 

강도는 90 dBnHL로 고심도 난청환자의 역치를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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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제한적이며 검사자의 주관적 판독에 의해 파형을 분석

하므로 결과분석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7) 

이러한 청성뇌간반응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저주파수에

서도 정확하게 청각의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고 결과분석

이 객관적이며 최대자극강도가 120 dBHL까지도 가능한 

청성지속반응(auditroy steady- state response, ASSR)

이 연구 발전되어 왔다. 청성지속반응은 진폭 혹은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조된 진폭변조(amplitude modulation, AM)

나 주파수변조(frequency modulation, FM)가 된 순음을 

자극음으로 이용하는 청각유발반응이다. 지속적인 음자극

에 대한 청각전달로의 지속적인 반응으로서 변조음이 내이

를 자극하면 청각전달로에서는 자극음의 변조주파수와 동

일한 주파수특성의 뇌파반응을 기록한 것이 청성지속반응

이다.11) 청성지속반응은 주파수 특이적인 청력 역치를 제

공하고, 자극빈도수가 50 Hz를 넘으면 반응관련 위치가 

뇌간이며 60~70 Hz이상이면 피검자의 수면이나 의식상

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순음 검사시 얻을 수 있는 

높은 청력역치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9) 

피검자의 수면이나 의식상태와 관련하여 Cohen 등(1991)

은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AM/FM 자극음과 AM 자극음을 

사용하여 수면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을 비교하

였다. 순음기도 청력역치와 비교했을 때 수면상태의 피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성지속반응을 이용하여 청력역치 평

가를 하는 경우에 70 Hz 이상의 FM을 사용할 경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자극빈도를 70 Hz 이상

의 빠른 빈도로 자극하면 수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250~8,000 Hz에서 유발반응을 기록할 수 있고, 각 자극

음에 대한 반응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어 검사시간을 단축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2) 

청성지속반응은 측정강도가 높아 청성뇌간반응으로 반

응이 나타나지 않는 귀에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주관적 검사의 청력역치(behavioral threshold)와

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상성인 및 감

각신경성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검사와 청성

지속반응의 역치비교연구에서 조수진 등(2003)은 정상군

과 감각신경성난청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 또한 Picton 등(1998)도 청

력손실자의 청성지속반응역치는 주관적 역치와 차이가 9~17 

dB 이내이며 청성지속반응과 주관적 역치는 500~4,000 

Hz에서 0.54~0.91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11) 

여러 연구자들은 청성지속반응을 이용한 청력역치 평가

는 유아의 와우 이식 선정자 평가시 다른 유발전위보다 많

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첫째, 변조음은 주파

수특이성을 제공하므로 청력손실의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

내어 초기진단, 보청기적합등의 청각적 초기중재과정에 도

움을 준다.13) 둘째, 지속적인 변조음은 120 dBHL 정도의 

높은 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고심도 난청자, 나이가 어

린 와우이식 대상자, 주관적 청력역치 측정이 불가능한 환

자의 술전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18) 셋째, 청성지

속반응은 유발전위가 주기적으로 자동적 탐지되므로 주관

적 파형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

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14)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객관적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관적검사가 어려운 피검자의 주파수별 역치추

정과 인공와우 수술 및 재활치료에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의 정상인과 감각

신경성 난청인을 대상으로 순음청력역치와 청성지속반응

의 상관관계를 연구 분석하였다.  

 

MATERALS AND METHODS 
 

연구대상  

서울 청담동 소재 소리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고막계측성

운동검사에서 A유형이고 순음청력검사상 평균역치가 20 

dB이내의 정상 성인 20명(40귀)과 고막계측성운동검사에

서 A유형이고, 기도와 골도차이가 10 dB 이내인 감각신경

성난청인 37명(65귀)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성인의 평

균연령은 29.1세, 연령범위는 22~43세 였고,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평균연령은 36.7세, 연령범위는 7~87세 였다. 감

각신경성난청 37명중 9명은 일측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 

반대측 귀만 역치평가를 시행하였다.  

 

연구장비  

순음청력검사는 Madsen의 ORBITER 922 Audiometer

와 TDH-39 headphon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중이검

사는 Madsen의 Zodiac 901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청

성지속반응(auditroy steady- state response, ASSR)은 

전기잡음에 민감하므로 전기적으로 보호가 된 방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측정기기는 Biologic의 MASTER system

을 사용하였다.  

 

연구방법  

 

청성지속반응역치 측정방법  

활성전극(active electrode)은 앞이마(forehead),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은 목 뒷부분(nape of the neck)

에, 접지전극(gorund electrode)은 어깨부분(shoulder)에 

부착하였다. 저항은 모두 5 kohm이하로 전극간 저항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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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kohm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자극방법은 100% 

진폭변조와 20% 주파수변조로 구성된 혼합변조음(mixed 

modulation；MM)을 사용하였다. 1초간 자극수를 의미하

는 자극빈도수(modulation frequency, MF)는 82~99 Hz

로 자극강도가 80 dBHL 이하인 경우 자극주파수(carrier 

frequency, CF)마다 MF를 달리하여 4개의 주파수음을 동

시에 양측귀에 제시하였고, 자극강도가 80 dBHL 이상인 경

우 자극 주파수를 하나씩 선정하여 검사하였다. MASTER 

역치 측정법은 기기에서 제공하는 통계처리인 F-test에 근

거하여 유의한 반응(p<0.05)이 나타나는 제일 낮은 자극

진폭의 수준을 청성지속반응 역치로 인정하였다. 청성지속

반응 역치 측정시간은 모든 자극진폭에서 최소 16 sweeps 

이상 측정해서 반응의 유무를 판단하였으며, 평균잡음이 

30 μV이상인 경우에는 32sweeps까지 측정하였다.  

 

순음청력역치 측정 방법  

순음청력검사는 청력이 좋은 측 먼저, 비슷할 경우 오른

쪽부터 1,000 Hz에서 시작하여 1,000, 2,000, 4,000, 8,000, 

500, 250 Hz 순서로 70 dBHL의 강도에서 환자의 반응

이 있으면 자극음을 10 dB 하강, 반응이 없으면 5 dB 상

승하는 수정상승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분석  

 

연구대상의 분류  

연구대상을 정상군 20명(40귀)과 감각신경성난청군 37

명(65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감각신경성난청군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시 4분법으로 평균 순음역치(pure tone thresh-
old average, PTA)가 100 dBHL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

군과, PTA 100 dBHL이하인 감각신경성난청군으로 세부

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SAS(Version 8.01)의 Student t-test를 사용하여 정

상군과 감각신경성난청에서 각각 주파수에 따른 순음청력

역치 및 청성지속반응역치를 비교분석하였다. 전체대상자

의 역치비교시에는 +와 - 값에 상관없이 역치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절대값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각주파수의 순음청력역치에 따른 청성지속반응역치의 상

관관계 및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검증은 유의수

준 5%로 하였다.  

 

RESULTS 
 

정상 및 감각신경성난청군의 순음청력역치와 청성지

속반응 역치 비교  

전체 연구 대상자의 청성지속반응역치와 순음청력역치 차

이를 비교한 결과 두 역치간의 차이는 4,000 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의 평균은 

500,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1). 상관계수(Correla-
tion Coefficient)는 2,000 Hz에서 가장 높았고 상관관계

는 500,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p<0.05).  

 

정상군의 순음청력역치와 청성지속반응 역치 비교  

정상군 20명(40귀)에서 청성지속반응역치와 순음청력

역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역치간의 차이는 4,000 Hz에

Table 1. Mean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ure tone and ASSR thresholds at each frequency for total subjects (n=105) 

Means & SD of thresholds (dB) Means of difference (dB) T-test Correlation coefficient (ASSR & PTA) Frequency 
 (Hz) ASSR PTA ASSR-PTA Value Value 

0500 61.8±33.9 50.0±41.7 15.0 9.6* 0.966* 
1000 61.2±34.7 54.6±44.2 12.4 5.0* 0.969* 
2000 62.5±36.7 55.8±45.7 12.4 5.2* 0.972* 
4000 67.5±34.6 59.1±46.5 16.2 5.2* 0.958* 

*：p<0.05 
 
Table 2. Mean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ure tone and ASSR thresholds at each frequency for normal hearing (n=40) 

Means & SD of thresholds (dB) Means of difference (dB) T-test Correlation coefficient (ASSR & PTA) Frequency 
(Hz) ASSR PTA ASSR-PTA Value Value 

0500 24.4±7.1 5.9±2.7 18.5 16.3* 0.160 
1000 24.0±7.6 7.0±3.4 17.0 13.5* 0.105 
2000 21.6±7.2 5.9±4.7 15.8 13.0* 0.224 
4000 27.1±7.8 6.9±4.8 20.3 15.5* 0.20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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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Table 2).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

력역치는 500,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정상군에서 청성

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감각신경성난청군의 순음청력역치와 청성지속반응 역

치 비교  

 

전체 감각신경성난청군  

전체 감각신경성 난청군 37명(65귀)의 청성지속반응역

치와 순음청력역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역치간의 차이

는 500 Hz에서 다른 주파수보다 매우 차이가 크게 나타났

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

러나 1,000, 2,000, 4,000 Hz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05).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1,000 Hz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1). 두 역치간 상

관관계는 500,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p<0.05).  

  

PTA 100 dB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군  

전체 감각신경성 난청군 중 PTA 100 dB 이상인 난청

군 18명(28귀)의 경우 청성지속반응역치가 순음청력역치

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역치간의 차이는 4,000 Hz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고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의 평균은 

500,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4). 상관계수(Corre-
lation Coefficient)는 500 Hz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네 개의 주파수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p<0.05).  

 

PTA 100 dB 이하인 감각신경성 난청군  

PTA가 100 dB 이하인 감각신경성 난청군 19명(37귀)

의 청성지속반응역치와 순음청력역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역치간의 차이는 500 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청

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는 500, 1,000, 2,000, 4,000 

Table 3. Mean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ure tone and ASSR thresholds at each frequency for the total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group 

Means & SD of thresholds (dB) Means of difference (dB) T-test Correlation coefficient (ASSR & PTA) Frequency 
(Hz) ASSR PTA ASSR-PTA Value Value 

0500 84.8±20.5 77.2±29.3 7.63 4.6* 0.916* 
1000 84.2±22.9 83.9±29.5 0.20 0.6* 0.920* 
2000 87.6±21.7 86.5±29.3 1.00 0.7* 0.916* 
4000 92.4±16.3 91.2±27.5 1.20 0.6* 0.841* 

*：p<0.05 
 

Fig. 1. Linear regression analysis compa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re tone and
ASSR thresholds for the total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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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두 역치간 상관관계는 네 개의 주파수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p<0.05).  

 

DISSCUS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군과 감각신경성난청군을 대상으

로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를 평가하여 청성

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역치차

이를 비교하여 청성지속반응이 고심도 감각신경성난청의 

인공와우 수술의 객관적 역치평가로서 임상적응용 가능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상인의 청성지속반응역치와 순음청력역치 차이를 비교

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500, 1,000, 2,000, 4,000 Hz에서 

각각 18.5, 17.0, 15.8, 20.3 dB로 Perez-Abalo 등

(2001)의 12, 13, 10, 12 dB 보다 모든 주파수에서 역치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났다.12) 그러나 모든 주파수에서 양 연

구의 차이는 10 dB 이내이며, 특히 500, 1,000, 2,000 

Hz에서 두 연구의 차이는 6.5, 4, 5.8 dB 이내로 결과의 

일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군의 청성지속반응역치와 순음청력역치를 

비교할 때 500, 1,000, 2,000, 4,000 Hz에서 각각 7.6, 0.2, 

1.0, 1.2 dB로 선행연구인 조수진 등(2003)와 Dimitrijevic 

등(2002)의 연구 결과보다도 역치차이가 더 적게 나타났

다.1)6)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90 dBHL이상의 심

도난청이었으나 조수진 등(2003)과 Dimitrijevic 등(2002)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보다 대상 난청군의 역치가 낮은점

을 고려할 때, 청력역치가 높을수록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

력평가의 역치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청

성지속반응의 청력역치 측정기능이 심도감각신경성 난청

에서 더 우수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PTA 100 

dB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군의 청성지속반응역치가 순음

청력역치보다 오히려 낮은역치를 보여‘-’ 값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오히려 주관적 방법보다 청성지속반응이 더 

민감하게 역치를 평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심도난청자

가 대부분인 인공와우이식수술 대상자들의 객관적 청력평

가와 청력손실의 추정에 청성지속반응이 더욱 임상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한다. 본 연구의 PTA 100 dBHL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군의 대부분이 순음청력검사시 최

대자극강도에서 반응이 없어 125 dBHL로 계산하였던 점

을 미루어 볼 때 순음청력검사기기의 한계가 더 높다면 청

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차는 더 높을 수 있으나, 

청성지속반응에서 더 민감한 반응으로 사료되는‘-’ 값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도 난청의 정도

가 심할수록 역치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5명의 

중고도의 청력손실아동과 35명의 정상에서 심도까지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Rance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극

빈도수 90 Hz의 혼합변조음을 사용하여 청성지속반응을 

기록한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하고 자극음의 주파수가 높

을수록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의 차이는 작았다고 

보고하였다.13)  

또한 본 연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군의 경우 500 Hz에

서 두 역치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Dimitrijevic 

등(2002)의 연구와 Perez-Abalo 등(2001)의 연구결과

Table 4. Mean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ure tone and ASSR thresholds at each frequency with the sensorineural hear-
ing impaired higher than PTA 100 dB 

Means & SD of thresholds (dB) Means of difference (dB) T-test Correlation coefficient (ASSR & PTA) Frequency 
(Hz) ASSR PTA ASSR-PTA Value Value 

0500 100.7±9.3 102.0±19.5 0-1.3 -5.1* 0.809* 
1000 102.7±6.5 111.8±12.0 0-9.1 -5.9* 0.500* 
2000 104.9±6.3 114.1±13.1 0-9.2 -6.6* 0.608* 
4000 104.3±5.7 117.0±13.0 -12.7 -6.7* 0.455* 

*：p<0.05 
 
Table 5. Mean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ure tone thresholds and ASSR thresholds at each frequency with the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lower than PTA 100 dB 

Means & SD of thresholds (dB) Means of difference (dB) T-test Correlation coefficient (ASSR & PTA) Frequency 
(Hz) ASSR PTA ASSR-PTA Value Value 

0500 72.8±18.5 58.5±20.1 14.3 9.9* 0.897* 
1000 70.1±20.7 62.8±19.5 07.3 6.0* 0.915* 
2000 74.5±19.9 65.7±18.9 08.8 7.3* 0.912* 
4000 83.4±15.9 71.8±17.6 11.6 8.4* 0.804*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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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500 Hz에서 역치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Rance 

등(1998)의 108명의 유소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warble 

tone을 이용한 주관적 역치와 혼합변조음을 이용한 청성지

속반응역치 연구에서도 500 Hz에서 역치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의 일치성을 보였다.5)12)14) 이러한 500 Hz의 

큰 역치차는 청신경의 반응 위치 및 동시다발적 반응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청성지속반응 검사시 저주

파음의 뉴런(neuron)반응은 와우 기저부의 기저막까지 더 

넓게 자극을 활성화시켜 저주파음의 반응 잠복기가 길어지

므로 역치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4)15) 

또한 본 연구에서 정상군보다는 감각신경성난청군의 청

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현저히 더 낮게 나타

났고, 또한 정상군에서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의 평

균은 500,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각신경성난청군에서는 500 

Hz를 제외하고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청

력손실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데 감각신경성난청의 누가현

상(recruitment)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각신경

성난청군은 자극강도가 증가할수록 더 빠르게 반응진폭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주관적 역치에 가까울수록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감각신경성난청

군의 반응진폭이 정상보다 더 유의하게 컸다고 보고하였다. 

상관관계도 감각신경성 난청군에서 모든 주파수에서 타 연

구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O’Rourke 등(2003)

과 본 연구는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

서는 4,000 Hz에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500 Hz에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10)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군, 청성지속반응의 자극음 차이와 

기록에 변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청성지속반응과 청성뇌간반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32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

험한 Vander Werff 등(2002)의 연구에서 클릭음 및 tone-
burst 청성뇌간반응과 청성지속반응의 역치는 0.86~0.97

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9) O’Rourke 등 

(2003)의 연구에 의하면 250, 500 Hz toneburst 청성뇌

간반응과 청성지속반응은 각각 0.90, 0.79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click 청성뇌간반응과 1,000, 2,000, 4,000 Hz의 

청성지속반응 역치에서는 0.88, 2,000과 4,000 Hz 청성지

속반응 역치에서는 0.89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특히 

click 청성뇌간반응이 반응이 부재한 아동의 77%에서 청성

지속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다.10)  

검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반응검사실의 상태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이 차단되는 방음실

에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피검자의 상태가 안

정되지 않은 경우 반응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

검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electroencephalography 

(EEG)반응을 표기하는 noise level 차이가 커 반복성이 비

교적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EEG가 떨어질수록 

반응이 역치에 가깝게 나타나 검사도중 피검자가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여 EEG반응을 감소시키며 결과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검사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허용 noise 

level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Dimitrijevic 등

(2002)의 연구에서는 평균 noise level이 10 ㎵ 일때 검사

기록을 중단하였다고 하였다.5)6) 본 연구 진행시 noise level

은 정상군의 경우 30 ㎵까지도 허용하였으며, 감각신경성

난청군은 평균 20 ㎵까지 허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성지속반응의 검사는 예상시간보다 많

이 지연되었고 고심도의 경우 잔존청력과 청력도의 형태를 

알 수 있으나 80 dBHL이상에서는 동시자극하지 못하므로 

100 dBHL이상의 청력을 지닌 고심도의 경우 80 dBHL

이하의 감각신경성난청군보다 검사시간이 두배 정도 소요

되었다. 이러할 경우 검사시간의 지연으로 sweep의 수에 

따라 검사시간이 결정된다. Sweep이 증가될수록 피검자의 

noise level이 감소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noise level과 더

불어 sweep 수와, 반응시간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Perez-Abalo 등(2001)의 연구에서는 최대 

24 sweeps(5분)후 검사를 중단하였다고 보고했다.12) 본 

연구 진행시 noise level이 잘 감소되지 않는 피검자의 경

우 sweep수를 증가시켜 16-32 sweeps까지 허용하여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더불어 AM과 FM의 혼합변조

음, AM 단독 진폭변조음, exponential 변조음 중 어떤 자

극음을 사용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이 청성지속반응 검사가 임상

적으로 보다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술적인 응

용과 함께 청성지속반응의 다각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성지속반응

은 임상적으로 청성뇌간반응이 부재한 아동과 주관적 검사

가 어려운 아동의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점

을 증명하였다. 청성지속반응에 의해 평가된 주파수특성을 

지닌 청력역치는 적절한 보청기 적합 및 초기중재와 인공

와우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성지속

반응 정보는 인공와우 대상자들에게 인공와우 수술전 보청

기를 통한 잔존청력을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성지속반응은 자동적반응탐지, 높은자극강

도, 수면의 영향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의 환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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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순음청력검사와 상관성이 높은 고심도의 청력손

실을 가진 난청자에게 필요한 청력역치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유소아의 경우 청성지속반응은 청성뇌간반응의 역치

평가의 대체방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객관적 검사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임상적으로 청

성지속반응에 의한 청력역치 정보는 청력손실을 가진 유소

아의 평가 및 재활 또 지속적 관리에 매우 효율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정상인과 감각신경성 난청인을 대상으로 청성

지속반응과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연구 대상자의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 평

균은 500,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으며, 두 역치간 상관관계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관

찰되었다.  

2) 정상군에서 청성지속반응역치와 순음청력역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 500, 1,000, 2,000, 4,000 Hz에서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역치간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전체 감각신경성 난청군의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

역치 평균은 500 Hz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1,000, 2,000, 4,000 Hz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두 역치간 상관관계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관찰되었다.  

 4) 청성지속반응역치와 순음청력역치의 역치차 출현율로 

비교할 때 정상보다 감각신경성난청군에서 청성지속반응

과 순음청력역치의 차이가 훨씬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성지속반응은 고심도 청력손실의 아동의 청력

추정 및 임상적 기초자료로써 사용가능성이 높은 검사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임상에서 청성지속반응이 신뢰성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의 표본을 수집하여 

청성지속반응과 순음청력역치를 표준화하고, 청성지속반응

의 가장 효과적인 기록조건에 관한 연구결과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ASSR·감각신경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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