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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betes Mellitus and Hearing Impairment 
 

Bin-Na Hong1 and Tong-Ho K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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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e review study was to assess whether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diabetes mellitus (DM) and hearing impair-
ment. And we would investigate the cause of hearing impairment under diabetes mellitus. At the beginning of 1990, there were not 
several evidences, but there were many evidences of hearing loss by diabetes mellitus at the late of 1990. In the clinical study, hear-
ing impairment was due to duration of DM, hyperglycemia, aging, and poor control of DM. There are many peripheral sensory nerves 
including auditory sensory nerves all over the body.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is recognized as the most common complications 
of DM. Auditory neuropathy in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is often characterized by normal thresholds, present otoacoustic emi-
ssion, poor speech discrimination, absents acoustic reflexes, absents or abnormal auditory brainstem response waveform. It may be 
needed to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for the early detection of hearing impairment under the diabetic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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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지난해 국내 당뇨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8.29%에 해당

하는 약 4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통계적으

로 한국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인 것이다. 2030년

에는 당뇨병 환자가 722만 명으로 현재의 배 가까운 수치

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는 10, 20대 젊은층에서 나타

나는 소아당뇨병까지 급증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의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 당뇨병의 심각

성은 그 합병증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초기 당뇨병은 그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발병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

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 역

시 초기에 자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980년에 보고된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 위원회의 정

의에 따르면 당뇨병이란 유전적 감수성을 가진 개체에서 

다양한 환경인자가 작용하여 인슐린의 결핍 혹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고혈당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대사의 

이상이 초래되는 질환을 총칭하는 일련의 질환 군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43) 당뇨병은 이뇨작용의 조절을 담당하는 뇌

하수체 후엽 및 간뇌의 장애로 인하여 체내에서 요구하는 

양의 인슐린을 생성해내지 못하거나 생성된 인슐린이 세포

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체내로 들어온 당을 충분히 흡수

하지 못하여 혈당치가 높아지는 질병으로 혈액 속의 당이 

소변에 포함되어 체외로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난다.1) 

당뇨병은 인슐린의 생산유무에 따라 인슐린을 전혀 생산

하지 못하는‘제 1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슐린 

작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제 

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7)25)‘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리기

도 하는‘1형 당뇨병’은 한국의 경우 전체 당뇨병 환자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가면

역 기전으로 인한 췌장의 랑게르한스섬β 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다. 반면‘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 외

논문접수일：2006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2006년 11월 15일 
교신저자：홍빛나, 506-7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1
남부대학교 삼애관 6422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전화：(062) 970-0213·전송：(062) 970-0213 
E-mail：habina2@hanmail.net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
되었습니다 (과제고유번호: A060718). 



 
 
 
 
 
 

 

AUDIOLOGY • 청능재활  2006;2:95-101 96 

에도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고지방·고단백의 

식단,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당뇨 환자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2)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뇨, 다음, 다식이다. 일반적

인 1일 소변량은 1.5 l이내이나, 당뇨병에 걸리면 3 l를 넘

게 되어 다뇨로 인한 탈수와 고혈당으로 인한 혈액의 삼투

압 상승으로 인하여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게다가 당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소변으로 당을 잃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

가지 못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때문에 

체내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감소한다. 또한 신장기능의 저하, 혈관 내에 당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동맥경화, 망막의 출혈로 인한 시력저

하, 족부궤양, 말초 신경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함께 나타

나기도 한다.35)  

1857년 Jorda19)는 당뇨로 인한 난청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했고, 그 후 현재까지 많은 임상 및 동물 연구들이 당뇨

와 난청과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다. 드물게는 난청과 당뇨가 

함께 발병하는 유전적 질환에 대한 보고들도 있는데, 그 중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DIDMOAD(diabetes insipidus, dia-
betes mellitus, optic atrophy and sensorineural hear-
ing loss)증후군과 1931년 Wolfram and Wagener에 의

해 보고된 Wolfram 증후군이 있다.42) Wolfram 증후군의 경

우 그 발병율이 신생아 1/10,000명으로 주로 4~8세 사이

에 당뇨병이 발병하고 난청의 특징으로는 양측성, 감각신경

성, 진행성으로 20대까지 중도에서 고도 난청 으로 진행하

게 된다. 또한 mitochondria에 의한 diabetes-deafness 

증후군도 있는데 이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1~3%에 해당

하며, 대개 20~30대에 발현하여 당뇨병이 진행될수록 난

청의 정도도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32)41) 

유전자적 결함으로 인해 당뇨병과 난청이 함께 나타나는 

소수의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당뇨병과 난청간의 관계 설명에 

대해 다양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 중 순

음청력역치에는 변화가 없으나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에

서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청각 신경과 중추기능에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당뇨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청각 장

애는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
uropathy)로 인한 청각 신경병증(auditory neuropathy)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뇨병

으로 인한 청각 신경병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당뇨병이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청각장애가 나타나는 것

은 아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강하제 투여 여부나 

일상생활에서 운동, 식습관에 의한 혈당 관리 등에 따라 

당뇨병의 합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청각장애 역시 당

뇨병 환자 중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고는 다양한 연구들의 review를 통해 당뇨병 환자에게

서 나타나는 청각장애의 특징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정리해보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중 하나인 청각 신경

병증으로 인한 청각 장애에 대해 추론하고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당뇨병과 청각장애 

당뇨병과 청각장애의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 중 1990년대 

이전 또는 초반에 보고된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론을 

보이고 있었다. Sieger은 8~12세 사이의 51명의 당뇨환

자와 13명의 대조그룹을 순음청력역치, 어음청각검사, 중이

검사, 뇌간유발반응(brainstem evoked response)검사로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당뇨병과 난청

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34) Osterhammel의 연

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50세 이상의 61명의 당뇨

환자와 정상그룹간에는 청력역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26) 좀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 결과 중 하나인 Kin-
dler의 연구에서는 8,000명의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했을 때 당뇨병과 난청과의 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21) 

당뇨병과 청각장애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한 이상

의 연구들과 달리 Framingham Heart Study에서는 1,662

명을 대상으로 당뇨병과 난청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당

뇨의 유무와 청력역치 간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저주파수의 

청력역치는 혈중 glucose와 관련이 있어 혈중 glucose가 증

가할수록 청력역치도 증가하여 혈중 glucose와 청력과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18) 미국의 Wisconsin의 Beaver Dam

에 거주하는 주민 중 1987~1988년에 거주했던 43세부터 

84세까지 지역주민 5,924명을 대상으로 청력을 평가했다. 

이경검사와 중이검사 그리고 기도 골도의 청력역치를 평가

했을 때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청력역치가 좀 

더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

의 청력유형을 보이는 대상자를 제외하자 전체 7.5%에 해

당하는 267명이 남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뇨병과 청력 역

치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12) 

이상의 연구들은 대게 당뇨병의 유병기간이나, 혈당수치의 

고저, 연령, 당뇨병의 관리정도 등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당뇨병과 난청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로

서 양자의 관계가 없다고 보고했거나 또는 부분적인 관계

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발표된 논문들은 당뇨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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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간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De Es-
pana의 연구에 따르면, 47명의 당뇨환자를 유병기간에 따

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순음청각역치와 ABR(auditory bra-
instem response)검사를 평가했다.14) 이때 초기 당뇨병 

환자그룹에서는 모두 정상청력을 나타냈고, 만성 당뇨병 환

자그룹에서는 30%가 청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청력 역치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

타냈다. 따라서 연구자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서 난청이 나

타나는 것은 아니나 당뇨병이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당뇨병과 청각장애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Kakarlapudi는 

12,575명의 당뇨병 환자와 53,461명의 당뇨병이 없는 사

람들의 청력검사결과를 비교했다.20) 그 결과 당뇨병 환자에

게서 감각신경성난청이 좀 더 흔하게 발병함을 볼 수 있었

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를 당뇨병으로 인한 내이의 모세

혈관성 질병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Das는 57명의 당뇨환

자를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누어 대조그룹과 함께 VEP 

(visual evoked potential), BAER(brainstem auditory 

evoked response) 그리고 SEP(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를 검사했다.13) VEP는 대조그룹에 비해 제1형과 

제2형 당뇨환자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잠복기가 증가했

고, BAER과 SEP 검사결과에서는 제2형 당뇨환자만이 유

의미하게 잠복기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병의 합병

증 중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의 원인이 되는 고혈당증이 

오래 지속되는 제2형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보다 말초신경 

손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결과

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청각장애 또한 제2형 당뇨환자

에게서 더 빈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ayazit는 당뇨병

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순

음청력역치와 ABR로 평가했다.9) 59명의 당뇨병 환자는 당

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갖고 있었고 대조그룹

으로 합병증을 호소하지 않는 20명의 당뇨병 환자를 비교

했을 때, 합병증을 갖고 있는 그룹의 ABR 결과에서 wave 

I-V의 절대 잠복기와 파간 잠복기 모두 유의미하게 지연

되었고, 진폭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초기나 또는 혈당 관리가 잘 되어 당뇨병의 합병증이 나타나

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청각장애 역시 나타나지 않

는 반면 당뇨병의 합병증이 나타나는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청각장애도 합병증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Lisowska는 정상 청력역치를 가진 제1형 당뇨병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하여 DPOAEs(distortion product otoa-

coustic emissions)와 ABRs 검사를 했다.23) ABR 검사 

결과 당뇨병이 없고 청각장애가 없는 정상인의 결과와 비

교했을 때 당뇨병 환자는 wave I의 절대 잠복기와 wave 

I-V의 파간 잠복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DPOAEs의 

진폭 역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

병 환자에게 있어서 순음청력역치의 변화 이전에 내이와 청

각경로의 말초에 손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당뇨병 환자에게 청각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은 순음청

력검사와 함께 OAE와 ABR등을 이용한 초기 관리가 필요

함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로, Leon-

Morales의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 94명과 연령과 

성별을 맞춘 94명의 당뇨병이 없는 대조그룹을 비교했

다.16) 이때 순음청력검사와 ABR 검사를 평가했을 때 대

조그룹보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8,000 Hz의 순음청력역치

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ABR 검사에서는 당뇨병 환자

그룹에서 wave V의 절대 잠복기와 wave I-V와 III-V의 

파간 잠복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Lisowska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순음청력역치 검사에서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기 이전에 말초 청각경로에서는 이상이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Diaz de Al-Azzawi의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 67명과 당뇨병이 없는 대조그룹 32명을 대상

으로 ABR 검사를 실시했을 때 당뇨병 환자의 경우 wave 

I, III, V의 절대 잠복기와 wave I-III, I-V, III-V의 파간 

잠복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었고 waveⅤ의 진폭 역시 당

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고 보고했

다.5)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

으로 한 ABR 검사는 당뇨병으로 인한 청각장애와 말초 신

경병증의 모니터링 검사로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Frisina

의 연구에서는 노인성 청각장애인 중 당뇨병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비교했다.17)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경

우 저주파수 청력손실이 크게 나타났고, 왼 귀보다는 오른 

귀의 청력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 당뇨병과는 오른 귀의 관

련성이 더 크다고 보고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게

서는 청력역치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 당뇨병과 난

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청력관리가 더 필요함을 제안하

였다. Vaughan은 60세 미만의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당뇨

병이 있는 342명과 당뇨병이 없는 352명의 청력검사 결

과를 비교했다.40) 그 결과 고주파수 청력에 있어서 당뇨병

이 있는 퇴역군인들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경우에 당뇨병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당

뇨병과 청각장애 간에 관계를 유의미하게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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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청각장애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는 주관적 청력검사와 함께 객관적 검사인 전기생리학적 검

사를 함께 실시함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는 당뇨병으로 인한 청각장애의 경우 말초 신경병증에 기

인한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주관적 검사결과보다는 전기생

리학적 검사에서 먼저 청각에 이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서 합병증으로 말초 신경병증이 나타나는 경우 청각장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청각장

애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 방법인 ABR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의 모니터링으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청각 신경병증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

성 신증,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함께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

병증 중 하나인데 다른 합병증과 마찬가지로 고혈당증이 

말초신경병의 중요한 발병 원인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

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매우 흔한 합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에서 당뇨병과 말초신경의 기능장애 및 병리 변화

와 임상증상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11)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다양한 임상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

서 말초신경의 구조를 보면 말초신경은 여러 개의 신경다

발(nerve fascicles)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신경다발에는 

다양한 크기의 신경섬유로 꽉 차 있다. 신경섬유의 기본 

구조는 축삭(axon)과 수초(myelin sheath)이다. 축삭은 

신경세포의 아주 가늘고 긴 돌출물로서 기능과 구조를 유

지하기 위한 대사를 세포체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축삭의 내

용물은 위 혹은 아래로 순환한다. 대사성 혹은 독성 질환에

서는 세포체부의 대사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축삭내용물

의 순환장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축삭의 말단부위부터 퇴

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수초는 슈반세포의 세포막에 

의하여 형성되며 축삭보호와 전기 차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3)39)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병리학적으로는 구분하면 

축삭변성(axonal degeneration)과 분절성 탈수초(segmen-
tal demyelination)로 나누지만 당뇨병을 포함한 많은 질

환에서는 양자가 혼합해서 같이 나타난다. 당뇨병성 신경

병증을 기능적인 면으로 구분하면 운동신경병증(motor neu-
ropathy), 감각신경병증(sensory neuropathy), 혼합신경병

증(mixed neuropathy) 및 자율신경병증(autonomic neu-
ropathy)으로 분류한다. 말초신경병증에서 병명 자체가 

다양한 것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특정 말초신경병증의 증

상 한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증상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감별 진단은 물론 병

인 규명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6)36)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당뇨병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발생빈도나 유병율은 아직 확실하지 않

다. 현재까지 보고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병율은 외국은 

10~100%, 우리나라에서는 8.8~78.1%로 그 범위가 아주 

넓다.1) 당뇨병의 이환 기간이 길수록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병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병원을 방문

한 총 4,400명의 당뇨병 환자를 1947년부터 1973년까지 

장기간 추적 관찰한 Pirart 등은 처음 당뇨병 발견 당시에

는 7.5%였던 말초신경병증의 유병율이 해가 갈수록 점진

적으로 증가하여 25년 후에는 50%까지 도달한다고 보고

하였다.28)29)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청각 신경병증은 1980년 초반에 Davis and Hirsh, Wor-
thington and Peters 그리고 Lenhardt의 연구에서 처음으

로 소개되면서 등장하게 되었고‘auditory neuropathy(AN)’

라는 용어는 1996년도에 Starr 등이 처음으로 채택하였

다.22)38)44) AN은 대게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

고, 병리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Yvonne는 AN의 40%는 유전에 의한 것이

고, 약 20%는 독성대사성, 면역성, 감염성을 포함한 병리

적인 원인이 20%이고 나머지 40%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AN은 말초신경의 일부로써 말초

신경병증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말초신경병

증의 임상적 증후는 관절반사운동이 소실되거나 발에 전달

되는 진동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신경전도도의 이상 

그리고 장딴지신경의 변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한다. 15세 

이상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N환자의 80%가 

말초신경병증의 임상적 징후들이 함께 나타나 말초신경병

증과 AN으로 인한 청력손실은 분명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젊은이와 달리 성인의 경우 말초신경

병증이 먼저 나타나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AN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젊은

이의 경우 AN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점차

적으로 말초신경병증의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

적으로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45) 

유전과 관련되지 않은 AN의 경우에 말초 신경병증을 일

으키는 병리적인 원인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면역질

환,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그에 해

당된다.24)27)31)33) 

AN이 청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임상적으로 또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ac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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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brainstem reflexes는 일반적으로 AN 환자에게서는 나

타나지 않는다.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정상범위로 나타나고 

중이근육도 정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이근육의 

음향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청신경이 중이근육의 반

사를 일으킬 만큼의 충분한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N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이근육의 음향반사를 들 

수 있다.37)46) 또한 ABR 측정 시 CM(cochlear micropho-
nic)의 amplitude가 비정상으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CM의 amplitude는 나이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AN 환자

의 경우에도 CM의 amplitude는 나이와 반비례 관계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amplitude를 보인다는 것이 그 특징이

다. AN 환자의 약 54%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

다.10) OAE 측정 시에는 AN 환자의 30%가 TEOAE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OAE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

은 OHC(outer hair cell)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

미인데, 이 경우 말초 청신경과 유모세포 간의 관련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학자들은 AN에 와우의 비정

상적인 징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도 하고 있으며, 말초 청

신경과 유모세포가 어떤 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분명하

지 않으나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기도 했

다.15)30) 결론적으로 AN 환자의 경우 유모세포의 기능에

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에 맞는 

평가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R 측정시에 Yvo-
nne의 연구에서는 wave I이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38%

였고, wave V의 amplitude는 정상범위보다 낮았으며, la-
tency는 6 ms에서 8.5 ms까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AN의 경우 청력역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며 ABR의 반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45) 종합적으

로 AN의 환자의 경우 말초신경병증이 오랜 기간 동안 진

행될수록 OAE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비율도 높아지고, 

ABR의 반응도 정상범위에서 벗어나며, 결과적으로는 주관

적인 청력평가를 통한 청력역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게 된다.  

  Das의 연구에서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고혈당증이 

오래 지속되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서 ABR의 잠복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과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는 당뇨환자에게

서 ABR의 잠복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Bayazit의 연

구 결과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AN으로도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9)13) 마찬가지로 당

뇨병 환자 중 주관적 청력검사에서는 정상적인 결과를 나

타내면서 ABR 결과에서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여준 Li-
sowska의 연구와 Diaz de Leon-Morales의 연구도 당뇨

병으로 인해 청각 신경에 손상이 나타났으나, 그 손상의 정

도에 따라서 순음청력역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사료된다.16)23)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이 청각신경병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N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청력 상

태와 검사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어 당뇨병으로 인한 청각

장애 역시 다양한 청력 상태와 검사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당뇨

병과 청각장애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말초 신

경병증이 청각에도 손상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당뇨

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

고, 청각장애가 있는 난청인의 경우에도 당뇨병의 발현은 

청각 관리에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SULTS AND CONCLUSIONS 
 

만성적인 성인병 중 하나인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환

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

다.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말초신경병증은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합병증으로 말초신경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감각기관의 손상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청각장애가 많

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보고되었지만 초기 

연구들은 당뇨병의 합병증과 청각장애의 원인이 되는 말초

신경병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청각장애와 당뇨병과의 상

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연구

들에서는 당뇨병의 고혈당증이 말초신경에 손상을 일으킨

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을 설계하였고, 청각장애의 평가 

역시 청신경의 상태를 반영해주는 ABR 검사방법을 활용

한 결과 당뇨병과 청각장애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당뇨병 환자 중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ABR 검사 결과에서 wave의 잠복기가 지연되고 진

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은 청각 신

경병증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과 마찬가지로 청각 신경병증 역시 아직 잘 알려

지지 않은 분야로 임상적 징후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각 신경병증의 다양한 임상적 

징후들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청각장애 역시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포함한다. 당뇨병의 치료방법

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꾸준한 혈당 관리와 함께 다양

한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이다.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관리에 있어서 청각장애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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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고, 기존에 청각장애가 있는 난청인의 경우에는 당뇨

병의 발병이 청력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난청인

의 상담 및 재활 과정에서 당뇨병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의 합병증과 관련한 청각장애의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과정에는 순음청력검사와 함께 청신

경의 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ABR과 같은 전기생리학적 검

사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서는 정상이었으나 ABR 검사 결과에서는 말초 청신경의 손

상을 나타낸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초기 당뇨병

성 말초신경병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ABR은 향후 유

용한 검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 단어：당뇨병·청각장애·당뇨병성신경병증·청각신

경병증·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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