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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acoustic Emissions (OAEs) are non -invasive, quick and objective methods to access the function of a cochlear and screen the 
children’s hearing. Recently, DPOAE latencies have been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progressing of the traveling wave along the 
basilar membrane. It may also reflect the function of the cochlea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the latency measures 
could be efficiently used for screening people with normal hearing and with conductive hearing loss. For this purpose, DPOAE la-
tencies were measured as a function of frequency from 1 to 8 kHz with frequency ratio f2/f1＝1.22 in 22 normal preschool children 
and 23 ears with conductive hearing loss (mild effu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atency 
between ears with normal hearing and with Middle ear effusion (MEE) as a function of frequency. The mean value of DPOAE 
latency for normal ea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ears with conductive hearing loss except 8 kHz (p<.05). There was no 
gender effect in latency for most frequencies except 1 kHz. 
 
KEY WORDS：DPOAEs·MEE. 

 

 

INTRODUCTION 
 

이음향방사(Otoacoustic Emission)는 와우의 외유모세

포에서 방사되는 에너지가 중이 및 외이도로 나오는 것을 

포착하여 분석하는 검사법으로 와우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있

어 비침습성, 객관성, 신속성으로 인한 임상적 잠재력이 인

정되어, 유소아 청력의 객관적인 집단 선별검사(screening 

test)와 와우병변의 감지(monitor)에 이용되고 있다.5)6)13) 

그러나 모든 이음향 방사는 외이도에서 측정되기 전 중이

를 거치기 때문에 중이의 전도도의 변화는 이음향방사의 

진폭을 감소시키고 때로는 반응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특

히 중이 전도도를 저하시키는 중이 삼출액(effusion)은 중

이의 탄성을 변화시켜 2 kHz 이내의 낮은 주파수대의 음

전달을 억제시켜 청력에 대한 선별도가 떨어져 결과의 해

석에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변조이음향방사(Distortion Product Otoacou-
stic Emission)의 잠복기(latency)가 와우 기저막을 따라 

전달되는 진행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잠복

기도 와우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8)9)10)16) 또한 외이나 중이강의 상태변화에 따른 

영향을 일과성유발이음향방사보다 덜 받기 때문에9) 중이

나 와우의 상태를 측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이 상태에 따른 이음향방사 잠복기의 

검사 결과 사이의 연관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며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기준치가 제공

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비교적 넓은 주파

수대를 가지고 청력손실정도가 더 넓은 대상까지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잠복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가 이루어진다면 청력검사가 어려운 유소아의 중이상태에 

대한 판정과 내이의 상태파악, 청력선별을 동시에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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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선별검사로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에서 변조이음향방사 잠복기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 및 선별검사 도구로의 이용성 여부를 알아보

기 위해 시도되었다. 특히, 영 유아에서 가장 보편하게 앓

고 있는 중이염에 대한 초기선별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언어, 인지 발달과 향후 사회 적응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삼출성 중이염 아동

을 대상으로 이음향방사의 잠복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 

중이 상태의 평가 및 청력평가에 대한 변조이음향방사 잠

복기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대상군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한 고막의 이학적 소견

상 삼출액선, 기포 등 초기삼출성 중이염에 해당되는 고막

소견과 Impedance audiometer를 이용한 고막운동성 계

측검사상 계측도상 C형을 보이는 학령기전 아동 23명으로, 

남：13, 여：10귀 총 23귀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우측

귀로 통일시켰으며 연령대는 3~5세로 평균연령은 4.45±

0.8세(남：4.6±0.6, 여：4.4±0.8세)였다.  

비교대상인 대조군은 이과질환의 병력이 없고, Imped-
ance Audiometer 검사에서 정상적인 A type의 고막운동

성 계측도를 보이며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순음 청각역치가 

20 dBHL 이내인 학령기전 아동 22명(남：12, 여：10)으

로 연령은 대상군과 비슷한 3~5세(평균 4.45±0.73세) 아

동으로 지정하였다.  

모든 대상군, 대조군은 연령 및 양귀의 차이로 인한 변

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3~5세로, 대상 귀는 우

측귀로 하였다.  

 

검사장비  

변조이음향 방사의 측정은 45 dBA이하의 방음실에서 Oto-
dynamic ILO 92 이음향 분석기를 사용했으며 순음 청각역

치는 Madesen Orbiter 922 audiometer로 측정하였다. 

Tympanogram은 Madesen Zodiac 901 Immittance 분

석기를 사용하였다.  

 

검사방법 

검사는 고막운동성 계측도상 A형과 C형태의 아동들에

서 순음검사(PTA)를 시행하였고 순음검사가 불가능한 아

동에게는 놀이검사(Play Audiometer)를 시행한 뒤 변조

이음향 검사를 시행하였다. 변조이음향방사의 잠복기 측정

은 2개로 분리된 튜랜스듀서에 의해 f1과 f2의 연속적음

이 발생되는 스피커와 이음향방사를 집음 하는 마이트로폰

으로 구성되어 있는 탐침으로 f1과 f2를 동시에 주고 2f1-

f2반응의 위상을 외이도에서 측정한 뒤, 다시 f2-sweep 

method에 따라 f1은 고정한 채 f2를 변화시켜 위상을 재 

측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상기울기법(phase gra-
dient method)에 근거해서 잠복기를 구하였다. 강도는 모

든 정상인의 귀에서 의미 있는 변조이음향방사가 나타내며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인 f2=65 dBSPL로 f1은 f2

보다 5~10 dB높을 때 그 반응이 가장 강하므로 f1=75 

dBSPL로 맞추고 두 자극음의 주파수 비율은 1.22로 조정

한 뒤 1, 2, 4, 6, 8 kHz에서 측정하였다. 

각주파수별 그룹간 및 남녀별 통계처리는 SPSS 10.0소

프트웨어를 이용해 유의수준 0.05에서 two way ANOVA, 

Independent t-test로 분석 하였다.  

 

RESULTS 
 
순음청력검사상 역치  

대상군인 초기 삼출성 중이염 아동군 23명과 정상 아동

인 대조군 22명에서 측정한 기도 순음청력검사 역치를 비

교한 결과 대상군의 역치는 전주파수 대역에서 25.5±5.8 

dBHL이며 대조군은 10.5±3.94 dBHL로 나타나 대상군인 

삼출성 중이염 아동의 역치가 더 컸으며 주파수에 따른 역

치변화는 Table 1과 같다.  

 

대조군 아동의 변조이음향 잠복기 측정결과 

변조이음향방사 평균잠복기는 1 kHz에서 7.69 ms, 2 kHz 

-5.18 ms, 4 kHz-3.20 ms, 6 kHz-2.84 ms, 8 kHz- 

2.57 ms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잠복기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됨이 관찰되었다(유의도 값 F=3.58, p<0.01).  

성별 분석 결과 2 kHz에서만 남자아동의 잠복기가 길어

졌고 나머지 주파수에서는 여자 아동의 잠복기가 더 길어

Table 1. 두 그룹에서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 역치  (단위：dBHL)

Frequency (kHz) 
 

0.5 kHz 1 kHz 2 kHz 4 kHz 8 kHz

(AC) Mean 11.25 010.47 09.47 09.47 08.50

SD 03.58 00.36 03.47 04.68 02.35

(BC) Mean 02.50 03.57 03.50 04.00  

대상군

SD 02.56 03.58 03.28 03.07  

(AC) Mean 22.47 19.25 16.50 15.78 13.75

SD 04.10 05.19 07.27 06.72 06.66

(BC) Mean 05.25 05.71 004.00 03.25  

대조군

 

SD 03.02 03.96 03.07 02.93  
AC：Air Conduction, BC：Bone Conduction, SD：Standard De-
viation 



 
 
 
 
 
 

 

MS Lee, et al：Latency of DPOAE in MEEG 157

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Table 2).  

 

초기 삼출성 중이염 아동의 변조이음향 잠복기 측정결과 

대상군인 초기 삼출성 중이염 아동의 잠복기 측정결과 

23명 전체아동에서 발현해 100%의 발현률 보였다. 평균 잠

복기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1 kHz의 잠복기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p<.01)(Table 3). 

남녀별 잠복기는 주파수에서 전반적으로 남자아동이 길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대조군인 

정상 아동의 변조이음향 잠복기 비교결과 8 kHz를 제외한 

전주파수에서 유의하게 길었으며(p<.05), 저주파수 1 kHz의 

경우 정상아동의 7.69 ms보다 1.54 ms 유의하게(p<.05)

길었다(Fig. 1).  

 

DISCUSSIONS 
 

전음성 난청의 조기 발견과 재활 치료는 환아의 언어, 인

지 발달과 향후 사회 적응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삼출성 중이염은 정상적인 고막소견을 보이고 발열, 이통

의 증상이 없고 임상적 징후 또한 보이지 않아 삼출성 중

이염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필요성

이 절실하다. 이런 입장에서 변조이음향방사의 잠복기가 

진행과정과 관계가 있으므로 와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선별검사로써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한 변조이음향 방사의 잠복기는 위상(phase)을 이용하여 

순수한 와우의 반응을 기초로 진행파를 측정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1)6)9)10)16) 또한 중이 내 

환기관이 유치된 경우나 경미한 장액성 중이염 같은 중이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잠복기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연구가 있는 바 부수적으로 중이상태를 평가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7)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청력의 아동과 중이 내 삼출액

으로 인하여 고막계측도상 C형태를 보이는 아동의 잠복기

를 측정하여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잠복기는 정상 청력의 아동의 경우 전반적

으로 자극 음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8 kHz-2.57 ms, 

4 kHz-3.27 ms, 1 kHz-7.69 ms로 변조 이음향방사의 

잠복기가 감소함을 보여주었으며, 계측도상 C형 아동의 

경우도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잠복기는 감소하는 양상

을 나타냈다. 주파수와 잠복기의 상관성 분석결과 유의도 

값이 -0.884, 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잠복기가 진행파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와우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Kimberly 등9)은 0.78 kHz에서 남자가 유의하게 더 

길었고 Wable 등18)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더 긴 잠복기를 

보이며 특히 저주파수에서의 변화가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및 삼출성 중이염을 보이는 아동 모

두의 경우 남자의 잠복기가 2 kHz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

타나고 다른 주파수에서는 거의 비슷해 Lee 등의 결과7) 

와 일치하고 있다. 여성의 반응이 고주파수에서 큰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남녀 머리크기의 차이나 와우의 길이 

차이로 인해 즉, 변조이음향방사의 근원지와 마이크로폰의 

사이가 여성이 더 짧아 파장이 짧은 고주파수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변조이음향

방사를 신생아의 청력선별검사로 이용 시 성별에 따른 변수

Table 2. 대조군 아동의 변조이음향 잠복기 측정결과     (단위：ms)

Frequency (Hz ) 
 

1 kHz 2 kHz 4 kHz 6 kHz 8 kHz

Mean 7.69 5.18 3.27 2.84 2.57 전 체 

SD 0.96 1.26 0.63 0.58 0.55 

Mean 7.46 5.43 3.24 2.70 2.49 남 자 

SD 0.86 1.19 0.59 0.39 0.47 

Mean 8.09 4.76 3.32 3.05 2.72 여 자 

SD 1.05 1.35 0.76 0.81 0.67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대상군 아동의 변조이음향 잠복기 측정결과     (단위：ms)

Frequency (Hz ) 
 

1 kHz 2 kHz 4 kHz 6 kHz 8 kHz

Mean 10.13 6.34 4.23 3.55 2.79전 체 

SD 01.77 1.78 0.98 0.67 0.79

Mean 10.06 6.84 4.02 3.38 2.91남 자 

SD 01.76 1.71 0.98 0.65 0.86

Mean 10.21 6.59 3.89 3.44 2.61여 자 

SD 01.95 1.73 1.07 0.77 0.72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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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POAE latency of normal vs Middle ear effusion (MEE)
as a function of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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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은 배제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음향 방사는 외이에서 측정되기 전 중이를 거쳐야 하

는데 중이 전도도의 변화는 이음향방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음향 방사를 유발하는 자극음 또한 중이 상태에 따라 변

화를 보인다. 중이 전도도는 고막운동성 계측도를 측정함

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중이전도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

로는 중이 저류액과 중이 음압의 변화가 있으며 특히 중이 

삼출액은 측정되는 이음향방사의 amplitude를 감소시키거

나 반응을 완전히 소멸시키기도 하므로 중이상태의 평가와 

함께 청력검사의 시행이 어려운 신생아 및 소아의 청력을 

선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Plinkert 등17)은 중이 음압을 변화시킴에 따라 변조이

음향방사의 강도(amplitude)는 1 kHz와 2 kHz에서 더 관

찰 된다고 보고 하였으며 저주파수에서의 영향이 확실히 큰 

것은 중이의 stiffness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우 

등3)은 중이 내 음압이 있을 시 3 kHz 이하의 저음역 주파수

에서 에너지양이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고 4 kHz이상의 고

음역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 변조이음향방사에 적용 시 

저주파수에서의 보정 후 결과의 해석을 요구하였다.  

Bonfils 등7)은 이음향방사는 중이강의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 발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중이 내 환기관이 삽입

된 경우, 경미한 장액성 중이염이 있는 중이 내 병변은 변

조이음향방사의 발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액성 중

이염인 경우에만 전혀 발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Lons-
bury-Martin 등11) 소아에서 이음향방사의 해석을 할 때 항

상 중이 내 병적 상태를 확인해야 되며 이음향 방사가 측

정되지 않은 소아에게서 고막운동성 계측도를 측정하여 중

이 삼출액 및 음압 형성을 확인할 것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O’Mahony 등16)은 중이에서의 압력 변화는 변

조이음향 방사의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잠

복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결과에서도 잠복기 발현은 정상 및 계측도상 C형을 보

이는 아동의 변조이음향 잠복기 비교 결과 1~8 kHz 전 주

파수에서 발현했으며 정상아동과 비교 시 1 kHz-1.54 ms, 

2 kHz에서는 0.16 ms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주파수에서는 비슷하여 Plinkert17)의 2 kHz 이하의 저주

파수에서 영향은 받지만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주파수특이성 이론과 일치함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중이질환이 있으며 청각역치가 30 dB 이내이며 

난청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발현되므로 환기튜브

가 삽입된 경우나 심하지 않은 장액성 중이염에서도 이음향 

방사의 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 삼출

성 중이염 아동 모두 1~8 kHz 전 주파수에서 변조이음향

방사 잠복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출성 중이염의 

아동의 경우 변조이음향방사의 진폭을 이용한 검사 혹은 

유발이음향방사를 통한 선별검사 시 모두 통과할 확률이 높

다. 그러나 변조이음향방사 잠복기의 경우 주파수에 따른 

특색을 가지는 바 와우 상태에 대한 선별검사도구로 활용

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2 kHz 잠복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중이 상태 치료효과에 대한 판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 도구로써 유용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data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

화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변조이음향방사 잠복기에 대

한 더 많은 연구 결과 및 임상적 보고가 이루어져 저주파

수 잠복기에 대한 보정과 함께 임피던스검사를 동시에 시

행하여 와우상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이 내 삼출액

이나 low static pressure로 인한 전음성 난청으로 청력손

실을 고통을 받고 있는 신생아의 선별검사 및 주관적 검사

가 불가능한 유 소아의 와우와 중이의 상태를 판정하는 검

사로써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정상 및 고막운동성 계측도 C형태를 보이는 초

기 삼출성 중이염 아동에서 중이 상태와 관련 지어 변조이

음향방사의 잠복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이 상태 평가에 대

한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정상 및 고막운동성 계측도상 C형을 보이는 아동의 변조

이음향 잠복기 측정결과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잠복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p<.05). 

이는 변조이음향방사의 잠복기가 와우기저막을 따라 진

행하는 진행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함으로써 잠

복기도 와우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킨다. 또한 초기 삼출성 중이염 아동 모두 1~8 kHz 

전 주파수에서 잠복기 측정이 가능함에 중이 상태를 평가

함에 있어 변조이음향방사의 잠복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중이질환에 의해 청력손실로 고통을 받고 있

는 신생아 및 유 소아의 삼출성 중이염에서 중이 상태에 따

른 치료효과의 판정과 선별검사로써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중심 단어：변조이음향방사·삼출성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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