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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Cochlear Hydrops Analysis Masking Procedure (CHAMP), simply analyzing technique from the stack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proved to be able to separate normal control from definite Ménière’s disease groups. CHAMP test i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 cochlear hydrops alter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asilar membrane. Cochlear hydrops or endolymphatic 
hydrops results in increased traveling wave velocity and a basalward shift in the peak of the traveling wave in cochleas with presumed 
normal basilar membrane elasticity. This alteration of the properties can be found in patients diagnosed with Ménière’s disease because 
the underlying pathophysiologic state in Ménière’s disease is endolymphatic hydrops and causes impaired high-pass noise (HPN) 
masking of auditory brainstem responses to clicks. When the ABR response were obtained from the click alone and click with 8, 4, 2, 
1, 0.5 kHz HPN masking conditions, the cochlea is successively masked from 8 kHz and higher and down to 0.5 kHz higher, the peak 
latency of wave V usually increases with restricted response region. However, in Ménière’s disease patients, the masking noise does 
reduce the amount of neural activity, the noise does not mask sufficiently the high frequency regions of the cochlea that dominate the 
latency measure. This response pattern where the latency of wave V changes little as the cochlea is progressively masked from 8 to 
0.5 kHz is referred to the undermasked pattern. The undermasked component in the response to clicks with 0.5 kHz HPN masking and 
wave V in the response to clicks presented alone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normal and Ménière’s disease groups with less than 
0.3 ms ‘wave V latency delay’ in the latter group.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the undermasked component, ‘complex 
amplitude ratio’, the ratio of the amplitude of wave V in the subtracted waveform (click alone-0.5 kHz HPN) to the amplitude of 
wave V in the response to clicks alone was also developed. Although more investigations are needed for utilizing clinically CHAMP 
seems to be valuable tool for discriminating active Ménière’s disease in individuals objectively with hig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KEY WORDS：Endolymphatic hydrops·Ménière’s disease·High pass noise (HPN)·The undermasked pattern·Cochlear 

Hydrops Analysis Masking Procedure (CHAMP). 

 
 

INTRODUCTION 
 

메니에르 질병의 가장 중요한 병리생리학적 근거는 사후 

부검을 통한 측두엽의 조직 병리학적 분석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림프 수종이다.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현훈, 

가변적 청력손실, 이명, 귀가 꽉 찬 느낌의 이충만감 혹은 

이압박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이명이나 이충만감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여야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임상적 증상을 근거로 1995년 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AAO-HNS)는 메니에르 질병을 네 가지 진단척도-certain 

(확실한), definite(뚜렷한), probable(개연성 있는), possible 

(가능성 있는)-로 분류하였다.3) 이 중 20분 이상 지속되는 

일시적인 현훈이 2회 이상, 적어도 1회 이상 청력검사로 검

증된 청력손실, 이명이나 이충만감이 수반된‘뚜렷한’ 경우

와 그러한 뚜렷한 경우의 증상에 조직 병리학적인 증거가 

첨가된‘확실한’ 경우만이 메니에르 질병이 존재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고 개연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질병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치료를 해야 하며 연구에 적절한 그룹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생리학적 메니에르 진단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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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방법이 전기와우도(electrocochleography, ECochG) 

검사이다. 내림프액의 증가로 변화하는 summating poten-
tial(SP)과 action potential(AP)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정

상적으로 높아진 SP비율을 메니에르 질병으로 정의하고9) 

있으나 불확실한 기준과 비율 증가의 애매한 원인으로 임상

적 유용성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글리세

롤을 이용한 검사가 있으나 이는 글리세롤 복용 후 다른 순

음검사나 ECochG검사를 하여야만 하는 단점과 구강 복용 

시 심한 불쾌감 등 때문에 임상적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

다. 또한 일상적으로 전기안진검사(electronystagmogra-
phy, ENG)로 어지러움과 관련된 평형기능을 측정하고, 

그 외 외림프액의 압력변화를 측정하는 tympanic displa-
cement analyzer(TDA),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
stem response, ABR), 이음향방사(otoacoustic emission, 

OAE)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검사들 역시 메니에르질병 

환자의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

시하고 있지는 못하여 여러가지 검사방법의 개발에도 불구

하고 메니에르질병의 검사법이 아직 부족하여 좀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개되고 있는 stacked ABR은 최근 

적은 종양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상적으로 사용 되

고 있고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 ABR 측정이 

고주파영역의 정보를 반영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

든 주파수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ABR에 차폐를 통

하여 주파수별 derived band ABR을 측정한 후 Ⅴ번 파를 

중심으로 겹쳐서 쌓아, 잠복기가 아닌 진폭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1) Stacked ABR을 구하기 위하여 차폐

를 이용하여 ABR을 구할 때 내림프 수종에 의한 와우내의 

변화가 차폐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 메니에르질병의 진단

에도 효율적이라는 보고에 따라 stacked ABR을 검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ABR의 분석으로 메니에르질병과 내림프수

종의 진단을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5) Bio-logic system Co-
rporation에서 Cochlear Hydrops Analysis Masking Pro-
cedure(CHAMP)검사를 개발하였다. CHAMP검사법은 내

림프수종의 선별검사법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미 임상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상용화되었으며 연구 및 임상용으로 사

용되고 있어 그 원리를 소개하고 평가적 가치를 분석하고

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검사방법의 근거이론 

CHAMP 검사방법의 근거는 내림프수종이 기저막의 기계

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차폐소음의 차폐나 억제가 제

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귀의 진행

파속도와 그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과 질병이 있는 와우관의 

생리적 관계를 이해하고 구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기존 

ABR검사에 차폐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행파특성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내림프액의 양적 증가는 와우내 진행파의 

전달속도(traveling wave velocity, TWV)를 정상 와우의 

진행파속도보다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진행파의 정점반응위

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8)12)15) 이렇게 증

가된 진행파속도와 발생위치의 이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ABR의 차폐에서 이미 연구되었던 자극을 제시하는 동

측에 클릭과 동시에 제공되는 high pass noise(HPN)를 이

용하여 여섯 개의 권역별, 8 kHz 이상, 8~4 kHz, 4~2 kHz, 

2~1 kHz, 1~0.5 kHz, 0.5 kHz 이하의 특성을 가진 여섯 

개의 차폐 후 ABR이 제시되었다. 

 

진행파 특성의 변화 

Tonndorf는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 와우 내 막미로의 액

체인 내림프액의 증가가 진행파의 정점(displacement)의 

진폭과 반응 위치의 주파수 특성(tonotopic characteristics)

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러한 현상의 근거를 와

우내의 물리적 질량과 경직성(mass and stiffness)으로 지

목하였다.16)17) 

즉, 이러한 내림프액의 증가는 와우 내의 물리적 질량과 

경직성을 모두 증가시킨다. 경직성의 증가는 진행파 전체의 

진폭을 감소시켜 특히 진폭이 적은 첨단부의 저주파수 청력

의 악화로 나타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파 속도를 지

연시킨다. 와우 내 물리적 질량의 증가는 반응 위치를 변경

시키는데 특히 저주파수로 고정된 소리 자극의 경우 진행파 

정점의 발생위치가 기존 질량이 큰 첨단부가 아닌 기저부

위로 이동하여 고주파수 소리 자극의 반응과 비슷하게 나타

나며 진행파속도도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

위치의 이동은 주파수별 반응을 구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차폐를 이용한 ABR로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은 모두 기저막이 정상적인 탄력성을 유지할 때 가능하며 

만성화 된 질병에서 기저막이 탄력성을 잃으면 이러한 현

상을 관찰할 수 없다.8) 

 

HPN을 이용한 차폐 후 ABR 

클릭과 동시에 제공되는 차폐소음인 high pass noise 

(HPN)를 이용하여 기저막의 부위별로 유추된 ABR 파를 

여섯 개의 권역에서 구하여 주파수별 ABR을 분석한다. 이

때 자극음은 rarefaction 클릭음이고 핑크 차폐소음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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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데 강도는 모두 82 dB peak-to-peak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SPL)이며 이는 평균 감지역치보다 

약 60 dB 큰 강도의 소리로 60 dB normal hearing level 

(dBnHL)에 해당한다.5) 

Fig. 1과 같이 첫 번째 그림(C)은 클릭자극 후 모든 주파

수의 영역이 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반응으로 차폐 없이 A, 

B, C, D, E, F 권역의 반응이 모두 포함된 ABR파(ABR to 

click alone)로 추정된다. 두 번째 그림(CM1)은 클릭 자극

과 8 kHz HPN이 동시에 자극되어 8 kHz 이상의 영역이 

차폐되고 기저막 그림의 A부분, 즉 8 kHz 이상의 반응이 

제거되어 8~4 kHz 권역의 반응파형이 나타나고 세 번째 

그림(CM2)은 클릭음과 4 kHz HPN이 동시에 자극되어 4 

kHz 이상의 영역이 차폐되고 기저막 그림의 A와 B부분, 즉 

4 kHz 이상의 반응이 제거되어 4~2 kHz의 반응파형이 나

타난다. 네 번째 그림(CM3)은 클릭음과 2 kHz HPN이 동

시에 자극되어 2 kHz 이상의 영역이 차폐되고 기저막 그

림의 A, B, C부분, 즉 2 kHz 이상의 반응이 제거되어 2~1 

kHz의 반응파형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그림(CM4)은 클

릭음과 1 kHz HPN이 동시에 자극되어 1 kHz 이상의 영

역이 차폐되고 기저막 그림의 A, B, C, D부분, 즉 1 kHz 이

상의 반응이 제거되어 1~0.5 kHz의 반응파형이 나타난다. 

여섯번 째 그림(CM5)은 클릭음과 0.5 kHz HPN이 동시에 

자극되어 0.5 kHz 이상의 영역이 차폐되고 기저막 그림의 

A, B, C, D, E 부분, 즉 0.5 kHz 이상의 반응이 제거되어 

0.5 kHz 이하의 반응파형이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대강의 

주파수 범위를 선정하여 주파수별 ABR로 간주하였으나 주

파수별 순음청력 역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약 5내지 10 

dB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 비교적 정확한 주파수별 파형으

로 인정받고 있다.10) 

이때 자극음으로 사용되는 클릭음은 매우 빠른 생성시간

과 0.1 ms의 짧은 지속시간을 가지며 넓은 범위의 주파수

특성으로 이론적으로는 기저막의 모든 부위를 자극한다. 그

러나 ABR의 반응은 주로 기저부위의 고주파수정보에 의

존적인데 그 이유는 진행파가 저주파영역인 첨단부위에 도

달했을 때 기저부위의 고주파 정보는 이미 반응한 후이고 

첨단부위의 진행파는 기저막의 물리적 요인으로 매우 둔하

게 움직여서 구심성신경섬유의 동시다발적 반응을 효율적

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므로 클릭음과 동시에 차폐음이 제공되면 차폐부위를 배제

한 후 가장 기저회전쪽 부분이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이 

ABR파에 나타나므로 차폐음인 HPN의 영역 외의 가장 기

저회전 쪽 부위가 반응하는 위치가 된다. 

클릭 자극만으로 얻은 ABR 파형보다 클릭과 8, 4, 2, 1,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파형은 순차적으로 HPN

의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와우 내에서 차폐하는 영역이 더 

커져서 반응영역이 점점 저주파수대역으로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클릭음과 주파수별 HPN에 따른 파형은 기저막의 

위치별 진행파의 형태와 반응시간대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 영역의 반응일수록 지연된 잠복기와 감소된 진폭

을 보이고 있어, 기저막의 전기생리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무리가 없는 기저막의 영역구분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

게 구성된 주파수별 파형은 Fig. 2와 같이 나타난다. 

파형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클릭으로만 검사한 ABR과 가

장 차폐되는 범위가 넓은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 번파의 잠복기의 차이(ΔT)와 반응위치가 첨단부

로 이동할수록 파형의 날카로운 모양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서 둥그런 ABR 형태(morphology)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내림프 수종이 있는 메니에르 질병

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잠복기 차이가 보이지 않

고 형태의 변화도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3).5) 

Click

Click+8 kHz HPN

Click+4 kHz HPN

Click+2 kHz HPN

Click+1 kHz HPN

Click+0.5 kHz HPN

C 
 
 
CM1 
 
 
CM2 
 
 
CM3 
 
 
CM4 
 
 
CM5 
 

(A+B+C+D+E+F) 
 
 

(B+C+D+E+F) 
 
 

(C+D+E+F) 
 
 

(D+E+F) 
 
 

(E+F) 
 
 

(F) 
 

Fig. 1. HPN 차폐를 이용한 ABR 파형반응에 해당하는 기저막 도식화
위치. 

ABR to Click alone (unmasked)

 

ABR to Click+8 kHz HPN 
 

ABR to Click+4 kHz HPN 
 
ABR to Click+2 kHz HPN 
 

ABR to Click+1 kHz HPN 

 
ABR to Click+0.5 kHz HPN 

 

0    2    4    6    8   10   12   14 
ms 

Fig. 2. HPN 차폐를 이용하여 얻은 주파수별 ABR 반응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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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내림프수종의 HPN 차폐후 ABR 패턴 

정상인 23명의 ABR의 기록으로 차폐하지 않은 ABR, 

8~4 kHz, 4~2 kHz, 2~1 kHz, 1~0.5 kHz, 0.5 이하의 여

섯 개 주파수 별 ABR이 와우의 부위별 반응을 반영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7)14) 그에 따른 후속연구에서 소음성 난청 

10명과 메니에르질병 10명을 대상으로 HPN 차폐를 이용

한 ABR을 이미 연구되었던 정상자료와 비교하여 소음성 

난청과 메니에르 질병 환자 중 저주파수 청력손실이 있는 

군에서 진행파 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근거로 내림프수종

의 경우 기저막의 탄력성이 정상이면 진행파의 속도가 증

가 될 뿐아니라 진행파의 정점이 기저 부위로 이동하는 현

상을 설명하였다.8) 

 

저차폐 패턴 

메니에르 질병의 객관적 평가와 치료 후 평가 자료로 HPN 

차폐를 이용한 ABR을 체계화 시킨 연구에서 내림프수종으

로 발생하는 진행파정점의 이동현상을 차폐가 충분히 되지 

않는 저차폐 패턴(undermasking pattern)의 개념으로 정

의하였다.5) 이론적으로 진행파 정점이 기저부위로 이동하

는 현상13)은 클릭 자극으로 구한 ABR의 V번파 잠복기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클릭과 HPN이 동시에 제시될 경우, 

경직된 기저막 때문에 0.5 kHz HPN의 차폐효과가 충분치 

못하여 ABR의 V번파의 잠복기는 차폐를 받지 않은 위치

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ABR의 형태(morphology) 또한 차

폐를 제대로 받은 ABR형태보다는 비교적 날카롭지만 클릭

자극 만으로 얻은 V번 파형보다 진폭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 3). 

이러한 저차폐현상은 정상 38명과 메니에르 질병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23명의 클릭 ABR과 주파수대별 차폐 ABR

을 평가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메니에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입증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메니에르 환자들은 

뚜렷한 메니에르 질병의 주 증상인 이명, 현훈, 가변적 청력

손실, 이충만감 중 적어도 3개 이상을 호소할 때 평가를 실

시하였다. 저차폐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클릭자극으로만 

얻은 ABR의 V번파 잠복기와 저차폐현상이 가장 잘 나타

나는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번파의 잠

복기의 차이를 비교할 때 정상군에서는 저차폐현상이 나타

나지 않아 잠복기의 차이가 평균 4.8 ms이었고 메니에르 

질병군에서는 평균 -0.04 ms, 최대가 0.2 ms으로 나타났

다(Fig. 4). 정상군에서도 저차폐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으

나 이때의 잠복기 차이는 평균 1.024 ms로 메니에르 질병

군과는 1.064 ms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클릭자극으

로만 얻은 ABR의 V번파 잠복기와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번파의 잠복기의 차이를 비교할 때 0.3 

ms을 기준(criteria)으로 메니에르질병을 진단하면 100%

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내었다.5)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진단기준인 잠복기 차가 0.3 ms보다 더 짧으면 저차폐에 

의한 메니에르 질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기준은 AAO-

HNS에서 제시한 정도의 분류 중 적어도‘define(뚜렷한)’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평가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뚜렷하지 못한 메니에르 질병의 정도나 증

상이 치료된 이후나 완화 된 후의 검사결과는 Don 등5)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

를 들어 낮은 특이도와 민감도에 근거하여 CHAMP를 신

Click alone 

8.0 kHz 

4.0 kHz 

2.0 kHz 

1.0 kHz 

0.5 kHz 

Click alone 

8.0 kHz 

4.0 kHz 

2.0 kHz 

1.0 kHz 

0.5 kHz 

0   2   4   6 8  10 
ms 

12   14 0   2   4   6 8  10 
ms 

12   14 

ΔT 

Fig. 3. 클릭으로만 검사한 ABR과 가장 차폐되는 범위
가 넓은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번파
의 잠복기의 차이(ΔT)(좌)와 메니에르질병의 저차폐
반응형태(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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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가 없는 방법으로 결론지은 한 연구4)는 28명의 메니

에르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 14명만이 세 개 

이상의 증상을 보였던 뚜렷한 메니에르 증세를 보이는 대

상이었고 이들 14명에서는 CHAMP 결과가 정상으로 나

타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전체 대상은 45명으로 메니에

르 질병 환자 28명과 정상 17명의 자료로 결과를 분석하

여 31%의 민감도와 28%의 특이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49%나 되는 반응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 결과이

고, 해석할 수 있는 반응만을 계산할 때는 민감도 53%, 특

이도 70%로 나타났다. 또한 반응을 해석 할 수 없는 경우

가 이렇게 다수 포함된 원인은 반응 해석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능사가 ABR 반응을 검사

하고 파형을 선택하여 해석한 것인지 논문에 밝히지 않고 

있어 해석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그 외 연령의 

증가에 따라 ABR 잠복기는 길어지고 진폭은 감소하는 특

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11) 

  

평가기준：잠복기 차이 와 복합 진폭비 

Don 등5)은 저차폐 패턴을 설명하며 평가기준(criteria)

을 단순히 클릭자극으로만 얻은 ABR의 V번파 잠복기와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번파의 잠복기

의 차이(wave V latency delay)를 계산하여 값이 0.3 ms 

보다 크면 메니에르 질병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0.5 

kHz HP-click alone)>0.3］. 그러나 임상적으로 메니에르 

질병의 증상이 있는 경우 V번 파형을 선택하고 저차폐 패

턴을 확인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기존의 기준에 정상 39

명과 뚜렷한 메니에르 증상이 있는 대상 23의 CHAMP를 

평가하여 새로운 기준인 복합 진폭 비(complex amplitude 

ratio)를 최근에 소개하였다.6) 

메니에르 질병이 있는 환자의 클릭 자극으로만 얻은 ABR

의 V번파 진폭과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번파의 진폭의 비(0.5 kHz HPN / click alone)는 클수록 

저차폐의 양이 큰 것으로 메니에르 질병 환자는 평균 0.45, 

정상군에서는 평균 0.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폭비의 차

이가 정상과 메니에르 질병에서 약 0.2로 별로 차이가 나

지 않으므로 진단을 애매하게 하는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방법인 복합 진폭 비(complex amplitude ratio)를 

개발하였다. 메니에르 질병이 있는 환자의 클릭 자극으로만 

얻은 ABR의 V번파 진폭을 클릭 자극으로만 얻은 ABR의 

V번파 진폭과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

번파의 진폭의 차이로 나누었을 때(click alone-0.5 kHz 

HPN/click alone), 메니에르 질병 환자의 값은 저차폐의 효

과로 두 ABR 진폭의 차이가 적으므로 분자의 값이 무척 적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6) 정상 39명과 뚜렷한 메니에

르 증상이 있는 대상 23의 복합 진폭비는 1.06과 0.76으로 

차이가 0.3으로 단순진폭비보다 차이가 0.1 더 커서 중복

되는 경우가 적어 민감도와 특이도를 더 신뢰할 수 있다. 

이 후 Biologic사에서 2006년에 발표한 AEP 사용자 설명

서2)에는 0.95 이상을 정상으로 판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잠복기 차이와 복합 진폭비를 응용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Normative data  

Latency delay > 0.3  

Amplitude ratio > 0.95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메니에르 질병의 진단은 조직 병리학적 분석될 수 있는 

내림프 수종이지만 임상적으로 현훈, 가변적 청력손실, 이

명, 귀가 꽉 찬 느낌의 이충만감 혹은 이압박감 등이 있고 

이러한 임상적 증상을 근거로 진단을 한다. 객관적인 검사

로는 ECochG 검사, 글리세롤을 이용한 검사, 외림프액의 

압력변화를 측정하는 TDA, ABR, OAE, ENG 등이 있으나 

메니에르 진단방법으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

므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근거로 신뢰도 있는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적은 종양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tacked ABR검사진행과정 중 모든 주파수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ABR에 HPN 차폐를 이용

하여 주파수별 ABR을 측정하여 내림프 수종의 선별검사법

으로 CHAMP검사를 개발하여 연구 및 임상용으로 사용되

고 있다. 

와우 내 막미로의 액체인 내림프액의 증가는 와우 내의 

물리적 질량과 경직성(mass and stiffness)을 모두 증가시

켜 진행파 전체의 진폭을 감소시키고 반응 위치를 변경시

키는데 특히 차폐의 영향으로 저주파수로 고정된 주파수 

소리 자극의 경우 진행파 정점의 발생위치가 기저부위로 

이동하여 고주파수 소리 자극의 반응과 비슷하게 나타나며 

진행파속도도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CHAMP 검사방

법의 이러한 생리학적 근거는 내림프수종이 기저막의 기계

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차폐소음의 차폐나 억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 나타나는 현상인 저차폐로 

나타나고 이는 동측에 클릭과 동시에 제공되는 high pass 

noise(HPN)를 이용하여 여섯 개의 권역별, 8 kHz 이상, 

8~4 kHz, 4~2 kHz, 2~1 kHz, 1~0.5 kHz, 0.5 kHz 이하

의 특성을 가진 여섯 개의 차폐 후 ABR이 제시될 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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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있었다. 즉, 정상의 와우에서는 클릭으로만 검사한 

ABR과 가장 차폐되는 범위가 넓은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 번파의 잠복기의 차이(ΔT)와 반응

위치가 첨단부로 이동할수록 파형의 날카로운 모양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서 둥그런 ABR 형태(morphology)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내림프 수종이 있

는 메니에르 질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잠복기 

차이가 보이지 않고 형태의 변화도 뚜렷이 관찰되지 않아 

이를 저차폐로 정의하여 임상적 사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임상적 연구를 통하여 저차폐의 평가기준을 두

가지 1) 0.5 kHz HP-click alone：단순히 클릭자극으로만 

얻은 ABR의 V번파 잠복기와 클릭과 0.5 kHz HPN 차폐

로 얻은 ABR V번파의 잠복기의 차이(wave V latency de-
lay)가 0.3 ms 보다 적을 때 2) click alone-0.5 kHz HPN 

/click alone：클릭 자극으로만 얻은 ABR의 V번파 진폭을 

클릭 자극으로만 얻은 ABR의 V번파 진폭과 클릭과 0.5 

kHz HPN 차폐로 얻은 ABR V번파의 진폭의 차이로 나누

었을 때의 복합진폭비가 0.95 이하일 때로 요약할 수 있

다. 그 외 방법으로 조합된 방법으로 복합진폭비와 잠복기

차의 곱셈인 방법(ratio X latency delay)도 제시되었으나 

저차폐의 경우 곱하는 양측 값이 모두 적어지므로 각각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신뢰도 또한 떨어지게 되어 기준 값으

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6) 

메니에르 질병이 아니어도 저차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극음이 60 dBnHL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자극

강도가 필요한 경우나 노화나 다른 이유로 인해 기저막의 

기능이 약간 저하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메니에르 질

병이 아니면서 저차폐가 나타나는 경우 내림프 수종에 의해

서 나타나는 저차폐와 비교할 때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메니에르 질병 그룹의 진폭은 메니에르 질병이 아닌 그룹

보다 훨씬 더 크다. 둘째, 이 특성이 더 중요한데, 메니에르 

질병이 아닌 그룹의 잠복기는 그대로 길게 나타난다. 저차

폐현상으로 V번 파형이 먼저 나타나지만 저 주파수로 갈

수록 길어진 잠복기로 실질적인 V번 파형이 늦게 나타나서 

마치 두 개의 V번파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

다(Fig. 4). 

CHAMP 검사는 stacked ABR검사진행과정의 일부를 분

석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stacked ABR에 영향을 주는 변

수 및 한계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머리나 팔 등 

신체의 움직임, 삼킴이나 기침, 하품과 같은 턱관절의 움직

임, 신체 근육의 심한 긴장, 눈동자의 움직임과 후이개 근육

의 반사(post auricular muscle reflex)적 움직임 등이 원

인이 되는 후이개근육(The post-auricular muscle, PAM) 

잡파이다. 측정절차에서 PAM을 제거하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그래도 제거되지 않을 때는 측정파마다 달

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 측정하여 PAM이 없는 파를 선택하

여야 한다. 더욱이 0.5 kHz HPN 차폐를 이용한 클릭 ABR 

반응은 반응의 진폭이 적어 이러한 PAM에 더 부정적인 영

향을 받을 수 있고 잔여소음이 20 nV 이상인 경우에도 0.5 

kHz HPN 차폐를 이용한 클릭 ABR 반응이 왜곡되기 쉬

워 V번 파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검사를 적용할 수 

있는 청력손실의 정도 및 유형도 제한점이 될 수 있는데, 

50~55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을 경우, 전음성 난청 또

는 혼합성 난청일 경우, 750 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청력

손실을 보이는 경우, 큰소리에 민감한 hyperacusis일 경우

에는 검사하기가 어렵다. 

AAO-HNS에서 제시한 정도의 분류 중 적어도‘define 

(뚜렷한)’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평가에 진단기준

인 잠복기 차와 복합 진폭 비는 주어진 샘플연구5)6)에서 

100%와 95~100%의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각각 기록

하였다. 잠복기차가 평가기준으로 가장 우수하기는 하지만 

클릭과 0.5 kHz HPN ABR 반응은 잔여소음수준에 의해 

쉽게 반응이 왜곡되고 V번파형이 너무 작아 선택하기가 어

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복합진폭비는 진폭측정이어

서 조금 왜곡되거나 선명하지 않은 파형에서도 측정이 가

능하여 잠복기 차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거

나 확인을 위한 보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와 분

석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러한 두 가지 진단 기준으로 분

석하면 CHAMP는 내림프 수종으로 경직화된 기저막 특성

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어 객관적인 메니에르 질

병의 진단 방법으로써 임상적 유용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Click Alone 

8.0 kHz 

4.0 kHz 

2.0 kHz 

1.0 kHz 

0.5 kHz 

0       2       4       6       8      10      12      14 
ms 

12.298.68

Fig. 4. 메니에르 질병이 아닌 환자의 저차폐 현상 특성의 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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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앞으로 메니에르 질병 환자와 대조군 등을 비교

하고 더 적절한 검사진행 방법과 분석기준에 대한 고찰 등 

진단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내림프 수종·메니에르 질병·High Pass Noise 

(HPN)·저차폐 패턴·Cochlear Hydrops Analysis Mas-
king Procedure(CH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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