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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과 언어 능력의 발달에 있어서 생후 첫 6개월에서 2세까

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신생아와 아의 난청은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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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등을 통한 일상적 임상 양상에 의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언어의 발달은 생후 6개월 이내의 소리 자극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청의 진단과 청각 재활이 늦어질 경우에 언어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성장 후에 행동 장애나 학습 장애가 후유증으

로 발생하게 된다.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JCIH)

에서는 생후 3개월 전에 청각 이상을 발견하여 6개월 이전에 중

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

신생아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에서 발생하며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를 포함한 고위험 군에서는 100명당 2-4명까지

변조 이음향방사(DPOAE)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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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hearing impairment is believed to improve speech and

language development and behavior of children. The aim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hearing impairments, and to identify the association of risk factors relating to refer

response in high risk neonates who were screened using distortion product otoacoustic emissions

(DPOAE).

Methods : The subjects included 871 neonates who were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of the Pediatric Department in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from May, 2001 to

December, 2004. They were screened using DPOAE. Based on DPOAE, we divided the neonates in

two groups : ‘Pass’ and ‘Refer’. The differences in risk factors between the pass group and the refer

group were analyzed.

Results : The incidence of the refer group was 12.1 percent(106 out of 871). The bilateral refer rate

was 5.4 percent(47 out of 871). And the unilateral refer rate was 6.7 percent(59 out of 871). Gender,

birth place, family history of hearing loss, small/large for gestational age, obstetrical factor, hyper-

bilirubinemia and use of gentamicin were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refer rate. Statistically relat-

ed to refer rate were birth weight, resuscitated neonates, Apgar score, craniofacial anomaly, mechani-

cal ventilator application, sepsis, using of vancomycin(P<0.05). The prevalence of hearing impairment

(≥60 dB) in this study was 2 percent(18 out of 871).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a higher prevalence of hearing impairment in high-risk neonates.

Thus neonatal hearing screening should be carried out in high-risk neonates. (Korean J Pediatr

2006;49:5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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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보고되고 있다
2)
. 신생아 난청의 위험 인자들은 청각과 관

련된 구조의 손상 및 발달의 저해를 통하여 청각 장애를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시기 안에 청각 장애 환아를 발

견하기 위해 신생아 난청의 위험 인자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신생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청각 선별검사로

서 변조 이음향방사(distortion product otoacoustic emissions,

DPOAE)를 이용하여 난청의 유병률과 위험 인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

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청각 선별검사로 변조 이음향방사

(DPOAE)를 시행받은 871명을 대상으로 하 다.

2. 방 법

대상 신생아의 검사 시기는 미숙아인 경우 교정연령 40주 전

후, 만삭아인 경우 생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 다. 재태

연령 40주 이전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하는 경우에는 본

원 이비인후과와 협의 진료하에 40주에 시행하도록 검사 일시를

예약해서 검사를 시행하 고, 재태 주수 40주가 넘어 퇴원하는

경우 가능한 입원기간에 검사를 시행하 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외래 추적 일자를 최소한으로 예약하여 생후 1개월 전에 검사를

시행하 다. 변조 이음향방사(DPOAE)는 ILO 96(Otodynamics,

UK)를 사용하여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력 검사실에서 숙

련된 청각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변조 이음향방사(DPOAE)에서

통과된 경우를 Pass 군으로 통과되지 못한 경우를 Refer 군으

로 나누어 Refer 군의 경우 3개월 뒤 재검사를 시행하 으며 3

개월 뒤 재검사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Navigator Pro(Bio

Logic, US)를 사용하여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

sponse, ABR)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변조 이음향

방사(DPOAE)에서 통과된 Pass 군과 통과되지 못한 Refer 군

사이의 출생 체중, 재태 기간, 분만 형태, 재태 연령에 따른 출

생 체중, 심폐 소생술 시행, Apgar 점수, 산모의 위험 인자, 청

각 장애의 가족력, 안면부 기형, 인공호흡기 사용, 빌리루빈 수

치, 패혈증, 이독성 약물 사용 등 위험 인자에 관하여 의무기록

을 후향적으로 검토하 다.

3. 통계분석

통계는 window용 SPSS 버전(12.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

며 Pass 군과 Refer 군의 사이에 위험 인자의 차이를 보기 위

해 Chi-square analysis를 사용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

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1,765명 중 1,036명(58.7%)에서 변조

이음향방사(DPOAE)가 시행되었으며 그 중 의무기록의 검토가

이루어진 환아는 총 871명이었다.

총 871명 중 남아는 522명, 여아는 349명이었으며 재태 연령

은 26주부터 42주까지 평균 36±2주 5일이었으며 출생 체중은

670 g에서 4,980 g까지 평균 2,487±752 g이었으며 본원에서

출생한 환아가 521명, 외부에서 출생하여 전원 온 환아가 350명

이었다(Table 1).

총 871명 중 106명(12.1%)이 Refer 군으로 우측 귀 이상이

36명(4.1%), 좌측 귀 이상이 23명(2.6%), 양측 귀 이상이 47명

(5.4%)이었다(Fig. 1).

총 871명 중 Pass 군과 Refer 군 사이에 성별, 출생 장소(본

원 및 외부병원), 청각 장애의 가족력, 재태 연령에 따른 출생

체중(부당 경량아, 부당 중량아, 적정 체중아), 산모의 위험 인자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조기 양막 파수), 빌리루빈 수치

및 이독성 약물 중 gentamicin 사용 등의 인자와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2).

총 871명 중 Pass 군과 Refer 군 사이에 출생 체중 1,500 g

미만, 재태 연령 37주 이하, 심폐 소생술 시행, 낮은 Apagr 점

수(1분에 5점 이하, 5분에 6점 이하), 안면부 기형(구개순, 구개

열, 이개 앞 피부 돌출), 인공호흡기 사용, 패혈증, 이독성 약물

중 vancomycin 사용 등의 인자에서 유의한 차이(P<0.05)를 보

Fig. 1. Distribution of results of DPOAE among neonates.

Table 1. Demographics in the Study Subjects

No. of cases(%)

Sex Male

Female

Birth weight <1,500 g

≥1,500 g

Gestational age ≤37 weeks

≥38 weeks

Birth area Inborn

Outborn

522(59.9)

349(40.1)

53( 6.0)

818(94.0)

377(43.3)

494(56.7)

521(59.9)

3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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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2).

Refer 군 106명 중 20명(18.9%)이 3개월 후 DPOAE를 재시

행하 으며 그 중 3명(15.0%)이 다시 통과하지 못했다(Fig. 2).

Refer 군 106명 중 40명(37.7%)에서 ABR을 시행하 으며 그

중 60 dB 이상의 난청은 18명(45.0%)에서 관찰되었다(Table 3).

고 찰

신생아 청각 장애는 약 1,000명당 1-3명에게 향을 미치는

흔한 선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

여 중재하지 못하면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에 심각한 향을 미

칠 수 있다. 이렇게 잠재적인 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

와 의사들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정상 청력을 통

한 조기 유아기의 감각 자극은 두뇌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청

각 장애를 가진 신생아에서 조기에 중재를 할수록 언어 발달 및

전반적 발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3-5)
. 청각 장애가 단지 유

아의 행동을 주의해서 관찰한다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조기의

중재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향을 끼치므로 조기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청각 장애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각 선별검사의 초기 노력은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되었다.

청각 장애의 가족력, 주산기의 병력, 진찰 소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궁극적으로 청각 장애로 진단된 모든 소아에서 많은 수

를 차지하므로 고위험 신생아들이 청각 선별검사의 대상이 되었

다. 1978년에 Marion Downs
6)
는 위험 인자들로 청각 장애의 가

족력, 풍진 또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내 태아 감염과 귀,

코, 인후 등의 안면부의 해부학적 기형, 출생 체중이 1,500 g 미

만인 경우와 신경계에 향을 줄 정도의 상승된 빌리루빈 수치

등을 기술하 다.

본 연구에서도 고위험 신생아인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환아

를 대상으로 청각 선별검사를 시행했으며 위험 인자로는 이독성

약물 중 aminoglycoside(gentamicin)의 사용이 592례(68.0%),

기계 환기를 시행 받은 환아가 118명(13.5%), 출생 체중 1,500

g 미만이 107명(12.3%), 고빌리루빈 혈증 환아가 71명(8.2%),

안면부의 해부학적 기형이 있었던 환아가 9명(1.0%), 청각 장애

의 가족력이 3명(0.3%)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DPOAE에

서 통과된 군과 통과되지 못한 군에서 gentamicine의 사용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위험 인자 중 이독성 약물의

사용이 많고, 한가지 이상의 이독성 약물이 사용될 수 있는 점

을 고려 할 때 이런 환경의 신생아들에게 청력 검사 및 추적관

찰이 반드시 필요하며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고위험군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

었고 출생 후 조기 청각 선별검사와 추적 관찰을 받는 신생아들

이 늘어났다
7)
. 그러나 궁극적으로 청각 장애를 가진 소아들 중

에 그동안 알려진 청각 장애의 고위험 범주에 들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8)
, 부모와 1차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유아기의 난청

의 경고 징후에 대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청각 장애에 대한 위험

요인이 없는 많은 소아들이 청각 장애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고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가 시행되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청각 장애를 발견하는 평균 나이는 약 30개월이었다
9)
. 청각 장

애가 늦게 발견된 많은 유아들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청각 장

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기 중재의 부재로 언어 발달 및 인지

능력 발달의 지연을 가져온다는 것이 알려졌다
4, 5, 10, 11)

. 그러므

Table 3. Degree of Hering Impairment in 40 Neonates with
Using Auditory Brainstem Response

Degree of hearing impairment(dB) No. of cases(%)

Mild(26-40)

Moderate(41-55)

Moderately severe(56-70)

Severe(71-90)

Profound(≥91)

20(50.0)

2( 5.0)

10(25.0)

7(17.5)

1( 2.5)

Fig. 2. Schematic flow-sheet of DPOAE and ABR test.

Table 2. Association of DPOAE Pass and Refer Response
with Risk Factors among Neonates

No. of cases P-
valuePass(%) Refer(%)

Birth weight <1,500 g

Gestational age ≤37 weeks

Obstetrical factor

Caesarian section

Premature rupture of amniotic

mebrane

Gestational DM

Pregnancy-induced hypertension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pgar score

≤5 at 1 min

≤6 at 5 min

Mechanical ventilator application

Sepsis

Hyperbilirubinemia

Craniofacial anomaly

Small/large for gestaional age

Family history of hearing loss

Antibiotics administered

Gentamicin(Aminoglycoside)

Vancomycin

15(14.2)

335(44.1)

402(52.5)

146(19.1)

31( 4.1)

34( 4.5)

75( 9.8)

79(14.1)

33( 5.9)

91(11.9)

55( 7.2)

62( 8.7)

3( 0.4)

45( 5.9)

2( 0.3)

515(67.3)

12( 1.6)

92(85.8)

42(60.4)

63(59.4)

22(20.8)

5( 4.7)

8( 7.5)

27(25.7)

28(31.1)

17(18.9)

27(25.5)

18(17.0)

9( 8.7)

6( 5.7)

11(10.4)

1( 0.9)

77(72.6)

11(10.4)

<0.001

0.001

0.213

0.694

0.793

0.221

<0.001

<0.001

<0.001

<0.001

0.002

1.000

<0.001

0.089

0.323

0.3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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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각 장애가 대단위 집단 선별검사를 할 만한 정도로 발생률

이 높고, 선별검사의 방법이 가능하고,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가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으며,

선별검사 비용이 환아와 사회적 이익에 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선별검사로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Moon 등
12)
의 청각

선별검사의 결과와 비용 효과 분석 연구에서도 신생아 난청의

조기 진단과 조기 청각 재활로 얻게 되는 효과와 사회의 복지

비용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국내에서

도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난청의 형태는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형 등 3종류가 있으며

전음성 난청은 소리를 전도하는 외이 또는 중이와 관련이 있으

며 뼈와 조직 또는 공기를 통하여 내이로 소리의 파동이 전파되

는 것이 감소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에서 유모세

포, 감각신경 말단의 손상으로 발생하며 또한 8번 뇌신경의 기

능 이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 원인으로는 톡소플라즈마, 풍진,

거대세포바이러스, 단순 헤르페스, 매독 등 선천성 감염, 측두골

또는 내이의 골절, 고빌리루빈혈증, 신생아 가사, 노화의 향

및 지속되는 소음에 노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균성 뇌

막염 환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13, 14)
. 항생제 중 aminoglyco-

sides, vancomycin 등이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를 파괴할 수 있

다. 이뇨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과 항암제도 내이에 손상

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출생 시에 존재하

며 유전적인 경우도 있다
15)
. 본 연구에서도 이독성 약물을 사용

한 환아가 위험 요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으며 이독성

항생제 사용에 있어 신생아 난청을 항상 주지하며 사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청각 검사는 진행성, 지연성 난청의 위험이 있는 소아에서 적

어도 3세 까지는 지속되어야 한다. 선호되는 선별검사 방법으로

는 유아의 행동관찰, Crib-O-gram, 임피던스 검사, 등골근 반사

검사 등이 이용되어 왔으나 민감도나 특이도가 만족스럽지 않았

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청성뇌간반응(ABR)이 사용되어 이전의

검사에 비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 다. 그러나 준

비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검사를 위

하여 수면을 유도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어 최근에는 선별검사를

위해 자동화 청성뇌간반응(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

sponse, AABR)이 시도되고 있다. AABR은 35 dB 또는 40 dB

의 단속음(click sound)을 주어 정상 신생아에서 검사된 정상치

와 비교하여 통과-실패만을 측정하므로 기존의 청성뇌간반응 검

사에 비하여 검사 시간이 짧고 특별한 조작이 필요하지 않아 비

숙련자도 시행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의 정도를 알 수 없다는 단

점이 있다
16, 17)
.

청성뇌간반응 검사와 함께 이용되고 있는 이음향방사(oto-

acoustic emission, OAE)는 청성뇌간반응 검사에 비하여 검사

시간이 짧으며 시행이 간편하고 검사 비용이 저렴하여 일차 선

별검사에 더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일과성음 유발 이음향

방사(transient evoked otoacoustic emission, TEOAE)와 함께

DPOAE가 최근 신생아의 청각 선별검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현

재 많이 사용되는 유발 이음향방사는 빠르고 손쉽게 시행할 수

있지만 광역 주파수대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주위 소음에

의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질 수 있고 비선형성으로 동적 적

용폭이 좁고 개체간의 차이가 다양할 수 있다
18, 19)
.

정상 신생아와 비교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아들

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위험성은 정상

신생아에 비해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행성 또는 지발성 난청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20)
. 신생아 집중

치료 시 사용하는aminoglycosides, loop diuretics 및 vancomy-

cin과 같은 약물은 이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약물에

기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에 향을 미치며 진

행할 수 있다. Aminoglycosides가 장기간 사용되거나 loop diu-

retics와 함께 사용할 때 이독성의 위험 요인으로 고려된다
21)
.

본 연구에서도 aminoglycosides 및 vancomycin을 위험요인으

로 포함시켰다. DPOAE 통과군과 통과하지 못한 군에 있어

aminoglycosides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

지 못했지만 vancomycin의 사용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 다. 또

한 10명의 환아에서 aminoglycosides가 loop diuretics와 함께

사용되었고 그 중 2명에서 ABR 검사에서 60 dB 이상의 난청

으로 확인되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미숙아들은 경련, 허혈성-저산소성 뇌증,

고빌리루빈혈증, 기관지 폐이형성증,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 및

뇌실내 출혈 등 청각 소실과 관련된 위험 인자가 동반될 수 있

는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기관지 폐 이형성증 또는 신생

아 지속성 폐고혈압이 있는 경우 청각 소실이 점진적으로 진행

할 수 있어 신생아실 집중치료실에서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청

각 검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2, 23)
.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던 환아에서 적극적 추적 관찰이 이

루어져야 하며 추적 관찰의 실패는 청각 소실이 있는 환자를 확

진하지 못하며 1세 이전에 청각 재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24)
. 본 연구에서도 변조 이음향방사에서 통과되

지 못한 환아 중 46명(43.4%)이 변조 이음향방사 또는 청성뇌간

반응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추적 관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청성뇌간반응 검사에서 60 dB 이상의 결과가 나왔던 18명

환아 중 5명(28%)이 추적 관찰이 되지 않아 소아과 의사와 이

비인후과 의사 및 보호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보고로는 Park 등
25)
의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0.1%의 유병률을 보 으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는 60 dB 이상의 중증 청각 장애가 18명(2%)에서 관찰

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생아 유병률(1-3명/1,000명)보다 높은 수

치이다. 그러므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에게는 청각 선별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변조 이음향방사가 선별검사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의 보편화 할 것을 추천하며 이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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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더욱 적극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목 적:신생아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에서 발생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지 않으면 유소아의 언어 습득과 발달

지연에 향을 미친다. 저자들은 신생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청

각 선별검사로서 DPOAE를 이용하여 난청의 유병률과 위험 인

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 다.

방 법: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청각 선별검사로 변조 이음

향방사를 시행받은 871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

토하 다. 변조 이음향방사에서 통과된 경우 Pass 군으로, 통과

되지 못한 경우를 Refer 군으로 나누어 출생 체중, 재태 기간,

산모의 위험 인자, 가족력, 인공호흡기 사용, 빌리루빈 수치, 이

독성 약물의 사용 등 청각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연구하

다.

결 과:총 871명 중 106명(12.1%)이 Refer 군으로 우측 이상

이 36명(4.1%), 좌측 이상이 23명(2.6%), 양측 이상이 47명(5.4

%)이었다. Refer군 106명 중 20명(18.9%)이 3개월 후 변조 이

음향방사를 재시행 하 으며 40명(37.7%)에서 ABR를 시행하

다. 총 871명 중 Pass 군과 Refer 군 사이에 성별, 출생 장소

(본원 및 외부병원), 청각장애의 가족력, 재태 연령에 따른 출생

체중(부당 경량아, 부당 중량아, 적정 체중아), 산모의 위험 인자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조기 양막 파수), 빌리루빈 수치

및 gentamicin 사용 등의 인자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총

871명 중 Pass 군과 Refer 군 사이에 출생 체중 1,500 g 미만,

재태 연령 37주 이하, 심폐 소생술 시행, 낮은 Apgar 점수(1분

에 5점 이하, 5분에 6점 이하), 두경부 이상(구개순, 구개열, 이

개 앞 피부 돌출), 인공호흡기 사용, 패혈증, vancomycin 사용

등의 인자에서 유의한 차이(P<0.05)를 보 다.

결 론: 60 dB 이상의 난청이 18명(2%)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는 전체 신생아 유병률(1-3명/1,000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러

므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에게는 청각 선별검사를 반드

시 시행하여야 하며 변조 이음향방사가 선별검사의 방법으로 이

용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체 신생아를 대

상으로 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의 보편화 할 것을 추천하며 이

상이 있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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