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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measurements of transient evoked otoacoustic emission (TEOAE), acoustic stimulation of the contralateral ear reduces or sup-
presses TEOAE amplitude.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inhibitory control that the medial olivo-cochlear bundle (MOCB) exerts 
on the outer hair cell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contralateral stimulus on TEOAE. Contralateral 
suppression of TEOAE using four types of stimulus was measured in 30 young adults (30 ears) with normal hearing at 30, 40, 50 
dBSPL. Contralateral stimuli were broad band noise (BBN), narrow band noise (NBN), amplitude modulation (AM) and frequency 
modulation (FM). This study showed that TEOAE suppression using contralateral noises increased orderly AM, FM, NBN and BBN 
at 40 and 50 dBSPL. Except for BB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BN, AM and FM. And as contralateral noise 
levels from 30 dBSPL to 50 dBSPL increase, TEOAE suppression also increased. But there was no the effect of gender.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OAE represented a means of functional exploration of the active micro-mechanical properties of OHCs and our study 
was meaningful in the light of indicating amplitude fluctuation and frequency bandwidth effects in MOCB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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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각시스템(auditorysystem)은 음향자극이와우(cochl-
ear)에서 청각피질(auditory cortex)에 이르는 구심성 전

달경로(afferent pathway)와 반대로 청각피질에서 와우에 

이르는 원심성 전달경로(efferent pathway)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구심성 전달경로에 대한 연구는 동물이나 인

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원심성 전달경로

는 아직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Rasmussen 

(1946)21)에 의해 메커니즘이 밝혀진 올리브와우삭(olivo-

cochlearbundle)은 상올리브복합체(superior olivary com-
plex)의 내측에 위치해 있는 내측 올리브와우삭(medial 

olivo-cochlear bundle, 이하 MOCB)과 외측에 위치해 있

는 외측 올리브와우삭(lateral olivo-cochlear bundle, 이

하 LOCB)으로 이루어져 있다. MOCB은 직경이 LOCB보

다 큰 유수화 신경섬유(myelinated fibers)로 구성되어 있

으며, 대부분의 종(species)에서 신경섬유의 65~75% 정도

가 반대측(contralateral) 와우 외유모세포(outer hair cell)

로 이어지는 원심성 신경섬유로 연결되어 있다.18) LOCB은 

MOCB보다 직경이 더 작은 무수화 신경섬유(unmyelinated 

fibers)로 구성되어 대부분 동측(ipsilateral) 와우 내유모세

포(inner hair cell)에서 나오는 구심성 신경섬유와 연결되

어 있다. 즉, MOCB은 원심성 신경계로 와우의 외유모세

포를 억제 및 조절하고, LOCB은 구심성 신경계로 와우의 

내유모세포에 작용한다.9) 특히 MOCB의 외유모세포에 대

한 억제작용을“시냅스전 억제(presynaptic inhibition, sup-
pression)”라고도 하는데 이는 신경섬유와 수용세포(re-
ceptor cell)로 이루어진 시냅스(synapse) 이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원심성 신경계의 반응으로 흥미로운 연구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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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어 왔다. 발생기전은 MOCB을 자극하게 되면 신경전

달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방출로 인해 유도

된 외유모세포의 과분극(hyperpolarization) 현상 때문에

외유모세포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기저막(basilar mem-
brane)의 움직임을 감소시켜서 억제현상이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0) 

이런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전기 생리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1956년 Galambos11)는 MOCB가 지나

가는 제 4 뇌실(the forth ventricle)의 기저부를 전기적으

로 자극해 와우의 활동전압(action potential)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했으며, 특히 1990년 Collet 등8)이 반대측 귀의 

자극음에 의한 이음향방사(evoked otoacoustic emission, 

이하 OAE)의 반응감소를 발표한 이후 OAE를 이용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장선

오 등4)과 2000년 김용기 등1)에 의해 정상 청력군에서 반

대측 귀의 자극음이 OA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발

표되었고, 그 후 여러 연구에서 OAE를 이용한 원심성 신

경계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2)3)5)6) 반대측 귀에 제시되는 자극음은 주파수 대역이 

넓은 광대역잡음(broad band noise, 이하 BBN)이 순음

(pure tone)이나 협대역잡음(narrow band nosie, 이하 

NBN)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한

다.16) 이 외에 동물이나 사람의 발성(vocalization) 혹은 곤

충, 파충류 및 양서류의 의사소통신호 등 시간적으로 강도

(amplitude, 진폭)에 변화가 있는 진폭변조음(amplitude 

modulation, 이하 AM)과 주파수에 변화가 있는 주파수변

조음(frequency modulation 이하 FM) 등은 자연계에서 들

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로15) Gummer 등(1988)12)

의 연구에 의하면 MOCB가 AM tone에 대해 민감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AM이나 FM을 이용한 OAE 억제정도가 

1~2 k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다른 자극음처럼 MOCB

에 대한 주파수 특이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15) 하지

만 이러한 변조음을 이용한 구심성 신경계의 부호화(cod-
ing) 연구는 다양한 청각시스템 단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원심성 신경계를 통한 부호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대측 귀에 제시되는 자극음의 종류

를 BBN이나 NBN 외에 변조음까지 포함시켜 일과성이음

향방사(transient evoked OAE, 이하 TEOAE)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OAE의 임상적인 적용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좀 더 알아보고, 나아가 다양한 변조음에 대

한 원심성 신경계의 기전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막의 상태, 외이의 질환이나 귀지로 인한 문

제점 등을 이경검사(otoscopy)와 중이검사(immittance au-
diometry)로 확인한 뒤 이과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 중 순

음평균역치(pure tone threshold)가 25 dBHL 이내인 30

명의 오른쪽 30귀(여자 15명, 남자 15명)를 대상으로 하

였다. 연령범위는 21~28세, 평균 연령은 23.5세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 

순음청력역치는 GSI 61 aud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고, TDH-39 headphone을 이용하여 자극음을 전달하

였다. 중이검사는 GSI사의 TYMPSTAR V2를 이용해서 

좌, 우측 귀의 고막운동도(tympanogram)를 측정하여 이

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TEOAE 측정은 우선 방음실에 설치된 Otodynamic사의 

ILO V6 Clinical OAE software를 사용하여 검사측 귀에 

프로브(probe)를 통해서 자극음을 제시한 뒤 TEOAE의 

반응강도를 측정하였다. 그 다음 반대측 귀에 GSI 61 audi-
ometer를 통해서 자극음을 제시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TEOAE의 반응강도를 측정하였다. 검사측 귀의 음향자극

(ipsilateral stimulus)은 평균 78.6±1.2 dBSPL의 비선

형 클릭음으로 음의 지속시간은 80 μs, 자극빈도는 초당 50

회, 평균가산은 260회로 설정하였다. 반대측 귀의 음향자

극(contralateral stimuli)은 BBN, 중심주파수(center fre-
quency)가 1,000 Hz인 NBN, 측정주파수(carrier frequ-
ency)가 1,000 Hz이고 변조주파수(modulation frequency)

가 80 Hz인 AM과 FM으로 이 때 사용된 4가지 자극음을 

30, 40, 50 dBSPL에서 각각 무작위 순서(random order)

로 제시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NBN, AM 및 FM의 경우 

1~2 kHz 대역근처에서 억제정도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

라 1 kHz를 측정주파수로 사용하였다.7) TEOAE의 억제정

도는 반대측 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측정한 TEOAE 반응

강도와 자극을 주면서 측정한 TEOAE 반응강도의 차로 정

의하였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version 11.5)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는데, 평균(means) 및 표

준편차(standard deviations)와 같은 기술통계분석을 통

해서 TEOAE의 반응강도 및 TEOAE 억제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반대측귀의 자극음의 종류, 강도 및 성별에 따

른 TEOAE의 억제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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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및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 등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이하에서 비교하였다. 

 

RESULTS 
 

전체 대상자의 TEOAE 반응강도 

반대측 귀에 자극음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전체 대상자

의 TEOAE 반응강도는 Table 1에서와 같이 평균 13.78 

dBSPL 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여자

가 14.38 dBSPL로 남자보다 TEOAE 반응강도가 크게 

나타났지만,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

한 수준은 아니었다(p=.466). 또한 반대측 귀에 자극음을 

제시했을 때에는 전체 대상자의 TEOAE 반응강도는 BBN, 

NBN, FM, AM 순으로 각각 12.08, 13.25, 13.52, 13.59 

dBSPL 이었으며(Table 1), 모든 자극음의 종류에서 여자

가 남자보다 TEOAE 반응강도가 역시 더 크게 나타났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대측 귀 자극음에 따른 TEOAE 억제정도 

자극음의 종류에 따른 TEOAE 억제정도는 30, 40, 50 

dBSPL에서 BBN으로 측정했을 때 각각 1.10, 1.49, 2.43 

dBSPL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0 dBSPL을 제외한 40, 

50 dBSPL에서는 NBN, FM, AM 순으로 감소하였다. 반

면에 30 dBSPL에서는 NBN, AM, FM 순으로 억제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특히 AM과 FM의 경

우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모든 자극강도에서 자극음의 종류에 의해 유의

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자극

음 종류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urkey HSD 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자극강도에서 BBN은 그 외 자극

음인 NBN, AM 및 FM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지만(p<.05) NBN, AM 및 FM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자극음의 강도에 따른 차이는 모든 자극음의 종류에서 자

극음의 강도가 30 dBSPL에서 50 dBSPL로 증가할수록 

TEOAE 억제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BN과 

NBN의 경우 자극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가 나타났지만(p<.05), AM과 FM의 경우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p=.501, p=.287). 성별에 따른 TEOAE 억

제정도를 비교한 결과 30 dBSPL의 FM을 제외한 모든 자

극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억제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DISCUSSIONS 
 

1978년 Kemp13)에 의해서 처음 밝혀진 OAE는 클릭음

(click)이나 tone burst와 같은 자극음으로 유발되는 TE-
OAE와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순음을 동시에 주어 제 3 의 

주파수를 가진 OAE를 측정하는 변조이음향방사(distortion 

product OAE)로 구성되어 있다. OAE는 임상적으로 소음

성 난청과 메니에르병 등에서 와우의 미세한 기능변화를 평

가하고 선별청력검사의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이 외에 최근에는 반대측 귀에 자극음을 제시하여 OAE의 

억제정도를 측정하여 원심성 신경계의 기능평가와 함께 노

인성 난청이나 중추청각처리장애 등에 관련된 임상적인 적

용범위의 확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19) 

원심성 신경계인 MOCB는 와우의 외유모세포를 억제 및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말초기관인 외유모세포의 민감도(sen-
sitivity)나 주파수 선택성(frequency selectivity)을 조절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9) 즉 MOCB는 소음상황에서 위치측

정(localization) 능력을 조절하여 주파수 선택성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현상을 MOCB에 의해 나

타나는“비차폐 효과(unmasking effect)”에 의한 것이라

고도 한다.17) 그 결과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인지능력(spe-
ech perception) 또한 향상된다고 한다.18) 두 번째, MOCB

Table 1. Means of TEOAE amplitude with and without noises in
total subjects 

With noises 
Without noises 

BBN NBN AM FM 

Female 14.38 12.78 13.95 14.25 14.25

Male 13.24 11.51 12.67 13.03 13.05TEOAE 
(dBSPL) 

Total 13.78 12.08 13.25 13.5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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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s of TEOAE suppression amplitude for four stimuli (BBN,
NBN, AM, FM) at 30, 40, 50 dB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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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강도의 자극음과 같은 음향외상(acoustic trauma)에 

대해서 외유모세포의 전기적 및 기계적인 반응의 이득을 줄

임으로써 귀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24) 1995

년 Reiter & Liberman22)의 연구에 의하면 고강도의 자극

음이 제시되는 동안 기니피그(guinea pig)의 MOCB를 전

기로 자극했을 때, 일시적 청력역치이동(temporary-thre-
shold shift)이 대조군(control group)보다 적게 발생하며 

이런 현상은 8 k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더 효과적

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MOCB는 외유모세

포의 정상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4) OAE의 억제정도는 반대측 귀에 제시하는 자극음의 

종류, 강도 및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대측 귀에 제시

되는 자극음의 종류를 BBN과 NBN 외에 변조음까지 포

함시켜 자극강도 및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서 TEOAE에 미

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의 TEOAE 반응강도는 평균 13.78 

dBSPL 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더 크게 나타났는데, Ro-
binette(1992)23)의 연구에서도 평균 TEOAE의 반응강도

가 12 dBSPL 정도이며, 여자의 TEOAE 반응강도가 더 크

다는 보고와 비슷했다. 자극음의 종류에 따른 TEOAE 억제

정도는 BBN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고, 30 dBSPL

을 제외한 전 자극강도에서 NBN, FM, AM 순으로 감소했

다. 이런 결과는 NBN과 FM을 사용해서 OAE의 억제정도

를 측정한 결과가 서로 유사하다는 Veuillet 등(1991)25)

의 연구와 FM이 대부분의 잡음과 함께 AM보다는 OAE 억

제에 더 유용하다는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16) 

이런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 변조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조주파수나 변조율이 기존의 연구에서와 조금 

다른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NBN, FM, AM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

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극음의 강도는 30 dBSPL

에서 50 dBSPL로 증가할수록 TEOAE 억제정도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8)16) 

한편 OAE의 억제정도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만, OAE

의 종류나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

반적으로 70~75 dBSPL의 BBN을 사용했을 때 약 3.77 

dB 정도였다고 한다.25) 또 다른 연구에서는 TEOAE 억제

정도가 평균 1~4 dB 정도이며, 유의한 억제정도는 30~ 

50 dBSPL의 자극음을 사용했을 때 약 3 dB 정도라고 한

다.8)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BBN을 사용했을 때 TEOAE

의 억제정도가 30, 40, 50 dBSPL에서 각각 1.10, 1.49, 

2.43 dBSPL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BBN을 제외하면 모두 1dBSPL 미만으

로 그 정도가 작기 때문에 검사상의 오차에 주의해서 해석

해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TEOAE 억제정도를 비교한 

결과 30 dBSPL의 FM을 제외한 모든 자극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억제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Ferguson 등(2001)10)의 연구

와 일치했다. 

 

CONCLUSIONS 
 

본 연구결과 BBN을 사용하고, 고강도에서 측정했을 때 

TEOAE의 억제정도가 높게 측정되어 기존의 연구와 동일

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FM이나 AM의 경우 다른 

잡음과 마찬가지로 OAE의 억제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

나,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반대측 귀에 자극음을 제시했을 때 

TEOAE의 억제정도를 확인해 봄으로써 OAE의 임상적인 

적용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변조음에 대한 원심성 

신경계의 기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반대측 귀 자극음의 조건과 대

상자 그룹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구체적인 검사 절차와 기준치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내측 와우올리브삭·원심성 신경계·일과성이

음향방사의 억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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