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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00 g미만의 청력 검사 결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아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성민정·한영미·박경희·이일우*·변신연

Risk Factors for Hearing Loss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Results of Hearing
Test in Infants <1,500 g
Min Jung Sung, M.D., Young Mi Han, M.D., Kyung Hee Park, M.D., Il Woo Lee, M.D.* and Shin Yun Byun, M.D.
Department of Pediatrics,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angsan, Korea

Purpose: An association betwee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VLBWI) and hearing loss has long been recognized.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for hearing loss benefits language and speech/cognitive development. We investigated the risk factors and
clinical outcomes of hearing loss among VLBWI.
Methods: We analyzed the results of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testing of VLBWI. These infants were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between December 2008 and February 2011. A
follow-up was conducted subsequently.
Results: ABR evaluations were performed on 65 infants, and 31 showed abnormal results (47.7%). Among the 31 infants, 10
were classified with moderate/severe/profound hearing loss (15.4%). The infants with abnormal ABR had a higher incidence of
low birth weight, prolonged ventilator care, cumulative dose of furosemide, and the lowest PaO2 (P <0.05). Those with moderate/severe/profound hearing loss had a higher incidence of low Apgar scores at 5 minutes (odds ratio[OR],0.34; 95% confidence
interval[CI],0.13-0.89), prolonged ventilator care (OR,1.06; 95% CI,1.01-1.12), and mild hearing loss compared to those without
profound hearing loss. Follow-up evaluations on eight infants with ABR reveled improvements 5.6±3.9 months later. One infant,
who had profound hearing loss in both ears, used a hearing aid.
Conclusion: Factors influencing hearing loss at the first VLBWI hearing screening test included lower Apgar scores at 5 min and
prolonged use of a ventilator. Most VLBWI with hearing losses were expected to recover after several months of follow-up.
Key Words: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Hearing loss, Auditory brainstem response

하는 질환으로 출생 직후에 선별 검사를 하고 있는 페닐케톤뇨

서론

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보다 유병률
양측 선천성 고도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2명에서 발생

이 높으며, 위험요인이 있거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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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신생아인 경우 난청의 유병률은 2-5%까지 보고되고 있다

교정 연령 37주 이상이면서 체중이 2 kg이상에 도달했을 때

1)

. 청력 손상시 치료 시기가 향후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여

ABR을 시행하여 정상 청력을 가졌는지 비정상인지 분류하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언어 발달 지연, 학습 장애, 감정 불안정

고, 실패한 환아 중에 경도 난청인 환아들은 나머지 입원 기간

2,3)

등이 생기게 된다 .
2000년 이후 여러 국가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나 유발이음향방사검사 (otoacoustic

중이나 1달 뒤 퇴원 후 외래에서 OAE 를 시행하였고, 중도 이상
의 난청을 가진 환아들은 3개월 후 외래에서 ABR 로 재검을 하
였다.

emission, OAE)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신생아들에게 생후 1

청력 장애의 정도는 1964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개월 이내에 청력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 검사를 시행

for Standardization) 에 따라 청력 역치 25 dB이하를 정상, 26 -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력 손상의 주된 인자로 언급되는 가족

40 dB을 경도 난청, 41-70 dB을 중도 난청, 71-90 dB을 고도 난

력, 자궁 내 감염, 두부 안면 기형, 고빌리루빈혈증, 극소 저체중

청, 91 dB이상을 농이라 분류하였다.

출생아, 세균성 뇌막염, 신생아 가사, 호흡곤란 증후군, 기계 환기
치료, 이독성 약물 등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4)는 반드시 청력

2) 청력 소실과 관련된 위험 인자

을 측정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위험 인자로는 산모의 나이, 전자간증,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

청력 선별 검사 중에 ABR은 검사 시간이 길게 걸리고, 검사

산전 항생제 사용, 인공 수정 등 산모와 관련된 위험 요소와 재

중에 수면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외이도나 중이강 내

태 연령, 출생 체중, 분만 방법, 다산아, 성별, Apgar 점수, 호흡 곤

의 상태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재검률이 낮고, 신경을 포함한

란 증후군, 폐이형성증, 미숙아 망막증, 괴사성 장염, 패혈증, 뇌

후미로의 상태까지 알아낼 수 있어 고위험군에서 선별 검사의

수막염,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cytomegalovirus, CMV), 고빌

5,6)

표준이 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난청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인 극소 저체중 출생아

리루빈혈증,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뇌출혈, 이독성 약물 사용
등 환아와 관련된 위험 인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들의 청력 손상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아 저자들은 부산대학교

1분과 5분 Apgar 점수의 평균을 조사하였고, 기관지 폐이형

어린이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500 g 미만으로 입원했던 환

성증은 Jobe8) 분류를 따랐으며, 괴사성 장염은 modified Bell's

아들의 ABR결과를 조사하여 청력 손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criteria에 따라 분류하여 IIa부터 의미를 두었다. 뇌수막염은 뇌

을 알아보고, 이들의 경과를 추적 조사하였다.

척수액에서 세균이나 진균이 배양되거나 뇌척수액 백혈구가
30/mm3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로 하였으며, CMV감염은 소변으

대상 및 방법

로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이나 배양 검사를 시행하
여 양성으로 나온 경우를 조사하였다.

1. 대상

미숙아 망막증은 1-5 단계 중 plus sign이 포함된 2단계 이상

2008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신

을 조사하였고, 동맥관 개존증에서 중복 치료는 indomethacin

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1,500 g 미만의 미숙아 중 선천성 기형

과 ibuprofen을 같이 사용하였거나 2회 이상 같은 약물로 치료

이 있거나 사망하였거나 입원 기간 중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한 경우로 정하였다. 고빌리루빈혈증은 혈청 빌리루빈치가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생존하여 청력 검사를 시행한 이후 퇴원한 미

체중과 재태 주수로 판단하여 생후 2주 이내에 체중의 절반 이

숙아 65명을 대상으로 청력 손상의 위험인자와 청력 손상의 양

상으로 광선 요법이나 교환수혈의 적응증에 해당된 경우를 조

상을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은 모

사하였고,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는 가장 변동이 많은 생후 1주

두 ABR로 청력 검사를 시행하였다.

일 내 검사한 결과 중 최저 산소 분압, 최고와 최저 이산화탄소
분압 등을 조사하였다. 뇌백질 연화증은 뇌 초음파와 뇌 자기 공

2. 방법

명 검사에서 확진이 된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뇌출혈은 Papile의
4단계 분류 중 3단계 이상에 의미를 두었고, 이독성 약물은

1) 검사 시기 및 난청의 분류

Aminoglycoside계열 항생제인 Gentamicin, Amikacin과 이뇨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의 프로토콜1,7) 중에 1,500 g 미만으로

제 중 Furosemide (lasixⓇ),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주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가 입원 기간 중에

로 사용된 Vancomycin, Meroprnem, Cefotaxime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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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조사하였다.

산전 스테로이드의 사용과 같은 산모의 인자는 의미가 없었다.
비정상군에서 검사를 시행했던 시기가 늦었고(P=0.034), 출생

3) 청력 검사 방법

체중이 유의하게 적었다(P=0.026). 이는 비정상군에서 환아의

각 환아는 10% Chloral hydrate 50 mg/kg으로 수면시킨 후
ABR은 Navigator-pro (Bio-logic, USA) 로 사용하였다. 음 자
극 강도는 90 dB에서 20 dB까지 10 dB씩 감소시키면서 검사하

Table 1. The Results of Hearing Testing in 65 Infants with an Audi
tory Brainstem Response
Normal ABR
(n=34)

였고, Alternating click sound는 11.1회/초의 빈도로 총 1,024회
자극하였으며, filter는 150-3,000 Hz범위로 하여 측정하였다.
90 dB에서 20 dB까지 I-V파를 관찰하여, 25 dB이상에서 V파

Abnormal ABR
(n=31)
Unilateral
(n=17)

Type of SNHL

Symmetric
(n=12)

의 소실이 있는 경우를 비정상군으로 인정하였다.
비정상군을 재검할 때 OAE를 시행한 경우 AUDIO screener

Bilateral
(n=14)

16

5

0

(GSI, USA)나 ILO 292-DP Echoport (Otodynamics, England,

Moderate

1

5

0

UK) 를 이용하였다.

Severe

0

1

2§

Profound (deaf)

0

1

0

4) 통계학적 분석
연속 변수가 아닌 자료들은 Chi-square test을 이용해서 P
value를 구하였고, 연속 변수들은 Student t-test나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해서 P value를 구하였으며, 체중을 보정한 경
우 ANCOVA test를 시행하였다. 의미가 있는 인자들은 다시 다
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Mild

Mild: 26-40 dB, Moderate: 41-70 dB, Severe: 71-90 dB, Profound: ≥91
dB.
Symmetric: inter - aural threshold difference <30 dB.
Asymmetric: inter - aural threshold difference ≥30 dB.
Abbreviations: SNHL, sensorineural hearing loss;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able 2. Auditory Brainstem Response Results Associated with
Perinatal Factors

95% confidence interval [CI])을 하였고 P value는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Maternal age (year)*
†

Preeclampsia

†

1. 청력 검사 결과

Antibiotics use

65명의 환아 중에서 34명은 청력 검사의 역치가 20 dB로 정

IVF†

아 중에서 한쪽 귀만 이상이 있는 환아는 17명으로 16명이 경도
난청이고, 1명이 50 dB로 중도 난청을 나타내었다. 양측 모두 난

Normal ABR
(n=34)

Abnormal ABR
(n=31)

Pvalue

32.2±4.9

32.6±5.0

NS

Maternal risk factors

Antenatal steroid use†

상이었고, 31명은 30 dB이상으로 난청을 보였다. 난청을 보인 환

Asymmetric
(n=2)

4 (11.8)

7 (22.6)

NS

13 (38.2)

14 (45.2)

NS

16 (47.1)

11 (35.5)

NS

3 (8.8)

1 ( 3.2)

NS

Infant birth data
Birthweight (g)*

1,183.7±206.9 1,056.5±242.7 0.026

Gestational age (week)*
†

Type of delivery : CS

29+0±2+1

29+1±2+6

NS

21 (61.8)

19 (61.3)

NS

7 (20.6)

7 (22.6)

NS

21 (61.8)

21 (67.7)

NS

청이 있는 환아는 14명으로 양쪽 귀의 역치 차이가 30 dB 미만

Multiple gestation†

을 보이는 대칭성 난청이 12명이고, 역치 차이가 30 dB 이상을

Sex : Male†

보이는 비대칭성 난청은 2명이었는데 2명 모두 나쁜 쪽 귀를 기

Apgar score at 1 min
(score)*

3.9±1.6

4.6±2.0

NS

Apgar score at 5 min
(score)*

6.5±1.2

6.6±1.9

NS

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 청력 요구치의 경계인 40 dB
보다 높은 역치를 가진 중도 이상의 난청 환아는 10명 (15.4%)

Body weight at test (g)*

준으로 80 dB로 고도 난청을 나타내었다. 65명의 환아 중 정상

이었다(Table 1).
2. 청력 손상과 관련된 위험 인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비교해 본 결과 산모의 전자간증이나

Postconceptional age of
test (week)*

2,530.0±607.0 2,640.0±744.0
+0

+2

40 ±3

+0

+2

42 ±4

NS
0.034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Student t-test.
†
Expressed as No.(%); Chi-square test.
Abbreviations: IVF, in vitro fertilization; CS, cesarean section; NS, not
significant;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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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uditory Brainstem Response Results Associated with
Neonatal Factors (1)

Table 4. Auditory Brainstem Response Results Associated with
Neonatal Factors (2)

Normal ABR Abnormal ABR P(n=34)
(n=31)
value

Normal ABR Abnormal ABR P(n=34)
(n=31)
valu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II-IV†
Oxygen duration (day)*

8(23.5)
40.7±29.1

9(29.0)
57.2±43.7

NS

Apnea of prematurity†

28 (82.4)

25 (80.6)

NS

NS

Duration of apnea (day)*

7.5±7.7

9.0±9.7

NS

†

†

BPD

21 (61.8)

21 (67.7)

NS

PDA

23 (67.6)

23 (74.2)

NS

Mild†

8 (23.5)

7 (22.6)

NS

Ligation †

14 (41.2)

17 (54.8)

NS

†

Moderate

†

12 (35.3)

11 (35.5)

NS

Indomethacin

12 (35.3)

11 (35.5)

NS

Severe†

1 (2.9)

3 (9.7)

NS

Ibuprofen†

11 (32.4)

7 (22.6)

NS

ROP II(plus) - III†

5 (14.7)

8 (25.8)

NS

Multiple therapy†

7 (20.6)

4 (12.9)

NS

25 (73.5)

24 (77.4)

NS

2.4±2.4

3.7±3.5

†

NEC IIa - IIIb

Total parenteral nutrition (day)*
Positive blood culture†

5 (14.7)

2 (6.5)

NS

45.1±20.3

54.2±23.4

NS

Maximum total bilirubin
†
≥1/2 body weight

16 (47.1)

18 (58.1)

NS

Maximum direct bilirubin (mg/dL)*

Gram positive

10 (29.4)

13 (41.9)

NS

Gram negative†

7 (20.6)

8 (25.8)

NS

High frequency ventilation (day)

0.5±2.2

0.4±1.4

NS

7.2±0.1

7.2±0.12

NS

†

Repeat infection
†

Meningitis

Cytomegalovirus infection†

19.7±19.2 30.2±22.8

NS

Mechanical ventilation (day)*

†

0.048

4 (11.8)

7 (22.6)

NS

Lowest pH*

1 (2.9)

1 ( 3.2)

NS

Lowest pO2 (mmHg)*

56.8±34.5 43.7±14.4

0.048

1 ( 3.2)

NS

Highest pCO2 (mmHg)*

48.4±15.7 54.1±16.9

NS

Lowest pCO2 (mmHg)*

19.1±5.8

NS

0 (0.0)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Student t-test.
†
Expressed as No.(%); Chi-square test.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NS, not significant;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첫 ABR의 검사 시기가 늦어졌던 것
으로 판단된다(Table 2).
지속성 양압 환기를 포함하여 기계 환기를 했던 기간이 비정

†

IVH III-IV

5 (14.7)

4 (12.9)

NS

Periventricular malacia†

2 ( 5.9)

1 (3.2)

NS

98.5±42.3

NS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ay)*

0.048). 난청의 중요한 요인인 세균성 뇌수막염과 CMV 감염은

80.6±30.7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Student t-test.
†
Expressed as No.(%); Chi-square test.
Abbreviations: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S, not significant;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able 5. Results of Medication Exposure
Normal ABR
(n=34)

Abnormal ABR
(n=31)

Pvalue

Gentamicin†

21 (61.8)

23 (74.2)

NS

상군에서 길었고(P=0.048), 생후 1주일간 동맥혈 가스 분석 결
과 중 최저 산소 분압이 비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19.8±4.8

Duration (day)*

2.7±3.3

4.1±4.0

NS

환아의 수가 적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만성 폐질환

Amikacin†

13 (38.2)

14 (45.2)

NS

과 뇌출혈, 고빌리루빈혈증도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입원

Duration (day)*

5.1±9.1

4.6±7.1

NS

기간 중 사용하였던 약물을 조사해본 결과 Vancomycin,
Amikacin, Dexamethasone의 투여는 청력 손상 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고, 이뇨제의 경우 누적 용량이 비정상군에서 유
의하게 많았다(P=0.030)(Table 5).

†

Furosemide

31 (91.2)

28 (90.3)

NS

Cumulative dose (mg/kg)*

5.6±6.8

9.8±8.3

0.030

Vancomycin†

23 (67.6)

22 (71.0)

NS

Duration (day)*

8.7±10.0

11.2±11.5

NS

Dexamethasone†

10 (29.4)

10 (32.3)

NS

Duration (day)*

2.4±4.4

2.6±4.3

NS

3. 비정상군 내 경도 난청과 중/고도 난청/농의 비교

Fluconazole†

비정상군을 다시 경도 난청과 중/고도 난청/농의 두 그룹으로

Duration (day)*

나누어 위험 인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중/고도 난청/농 그룹에
서 출생 체중이 적었고(P=0.021), 1분과 5분 Apgar 점수의 평균

†

3 (8.8)

7 (22.6)

NS

3.7±12.1

8.6±16.4

NS

Meropenem

10 (29.4)

14 (45.2)

NS

Duration (day)*

3.6±6.5

6.2±8.7

NS

†

Cefotaxime

20 (58.8)

22 (71.0)

NS

이 낮았으며(각각 P=0.040, 0.001), 기계 환기의 기간도 길었다

Duration (day)*

5.7±7.5

10.5±12.2

NS

(P=0.005) (Table 6). 이들을 출생 체중으로 보정을 해보니 5분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Student t-test.
†
Expressed as No. (%); Chi-square test.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pgar 점수와 기계 환기의 기간이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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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Risk Factors for Mild and Moderate/Severe/Profound Hearing Losses with Abnormal Auditory Brainstem Response
Risk factors

Mild (n=21)

Moderate/severe/profound (n=10)

41.4±4.5

41.1±2.9

Body weight at test (g)*

2,700.0±836.0

2,510.0±515.0

Birth weight (g)*

1,126.7±225.7

909.0±218.1

Postconceptional age of test (week)*

Apgar score at 1 min (score)*

5.1±1.9

3.5±1.8

Apgar score at 5 min (score)*

7.4±1.1

4.9±2.0

Mechanical ventilation (day)*

22.2±22.2

46.9±13.4

9.1±8.8

11.4±7.5

47.4±16.1

36.7±6.1

Furosemide cumulative dose (mg/kg)*
Lowest pO2 (mmHg)*

P -value
NS
NS
0.021
0.040
0.001
0.005
NS
NS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Kruskal-Wallis test.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Table 7.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Mild and Moderate/Severe/Profound Hearing Losses in Infants with an
Abnormal Auditory Brainstem Response Corrected for Birth Weight
Risk factors

P- value

Odds ratio†
(95% CI)

Mild (n=21)

Moderate/severe/profound (n=10)

Apgar score at 1 min (score)*

5.1±1.9

3.5±1.8

NS

-

Apgar score at 5 min (score)*

7.4±1.1

4.9±2.0

0.002

0.34 (0.13-0.89)

Mechanical ventilation (day)*

22.2±22.2

46.9±13.4

0.022

1.06 (1.01-1.12)

9.1±8.8

11.4±7.5

NS

-

47.4±16.1

36.7±6.1

NS

-

Furosemide cumulative dose (mg/kg)*
Lowest pO2 (mmHg)*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ANCOVA test.
†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5분 Apgar 점수가 증가할 때마

양측 80 dB로 양측 고도 난청이었으나 두 명 모두 4개월과 10개

다 중/고도 난청/농이 될 가능성은 감소하고(OR=0.34, 95% 신

월 이후 재검을 하여 역치가 30 dB인 경도 난청으로 호전되었

뢰 구간: 0.13-0.89), 기계 환기의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중/고도

고, 현재도 이비인후과에서 추적 검사 중이다. 호전되었던 3명

난청/농이 될 확률이 증가하였다(OR=1.06, 95% 신뢰 구간:

중 나머지 한 명은 29+6주, 1,410 g인 환아로 처음에는 일측성 고

1.01-1.12)(Table 7).

도 난청이었다가 3개월 이후 재검시 경도 난청으로 회복이 되었
다. 정상화된 경우가 4명이었고, 이들은 재태 연령 25+2주에서

4. 청력 손상의 경과

28+6주까지이며, 평균 체중은 840 g이었고, 1-4개월 사이에 추

31명의 비정상 환아 중 경도 난청은 21명 이었고, 한쪽 귀라도

적 검사를 하여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들이 정상화되거나 호
전될 때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되었다. 결과 추적 검사를 했던

중/고도 난청/농인 환아가 10명이었다.
경도 난청 환아 중에 추적 검사를 하지 않은 환아는 11명이었

17명 중 16명은 청력이 호전되었고(94.1%), 1명만이 양측 농으

고, 1명은 추적이 소실되었다. 9명이 OAE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

로 보청기를 착용하였다. 이 환아는 26+4주, 920 g이고, 신생아

였는데 모두 호전되었고, 호전이 될 때까지 평균 0.8개월이 소요

호흡 곤란 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기흉 등으로 치료 받았으며,

되었다.

양측 90 dB 이상의 농으로 나와 교정 연령 6개월 경 보청기를

중/고도 난청/농인 환아 중 중도 난청이었던 2명이 추적 관찰
+0

착용하였고, 곧 인공 와우수술을 시행할 예정이다(Table 8).

+3

이 소실되었고, 이들은 27 주, 1,070 g인 환아와 26 주, 790 g
인 환아로 이비인후과 추적 검사를 받지 않았다. ABR로 재검을

고찰

한 경우는 8명이었다. 한쪽이라도 경도 난청으로 호전된 환아가
3명이며, 이 중 2명은 25+3주 쌍둥이로 모두 720 g이었다. 한 명

일반적인 신생아에서 영구적 난청은 0.1-0.2%로 보고9)되고

은 양측 역치가 60 dB로 양측 중도 난청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하였던 고위험군은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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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utcomes of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with Hearing
Loss
Abnormal ABR*
Mild

21 (67.7)

Not necessary of follow up

11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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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비해 5분 Apgar 점수의 평균이 의미 있게 낮게 나왔다. 저
산소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생아 호흡 곤란증후군, 체외막형
산소 섭취 등으로 알려져 있고, 본 연구에서도 비정상군에서 동
맥혈 가스 분석 결과 생후 1주 이내 평균 산소 분압이 낮았다.

Follow up loss

1 ( 3.2)

신생아 집중 치료실 내의 소음도 중요한 인자가 되는데 소음

OAE follow up

9 (29.0)

에 노출되면 내유모세포, 나선 신경절 세포가 손상을 받아 감각

9 (29.0)

신경성 난청이 유발된다고 한다16,17). 저자들은 소음을 측정하지

Pass
Interval of recovery time (months)
Moderate/severe/profound

0.8±1.3
10 (32.3)

는 못했지만 본 연구에서 기계 환기의 기간이 길수록 청력 손상
이 더 많았던 점에서 지속성 양압 환기를 비롯한 장기간의 인공

Follow up loss

2 ( 6.5)

ABR follow up

8 (25.8)

호흡기 치료가 기계 환기의 알람이나 지속성 양압 환기시 유속

Improved

3 ( 9.7)

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청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

Normalized

4 (12.9)

다. 고빈도 환기에서 진동에 노출되면 청력 손상이 일어난다는

Interval of recovery time (months)
Hearing aid

5.6±3.9
1 ( 3.2)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Expressed as No.(%).
Abbreviations: OAE, otoacoustic emission;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보고18)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빈도 환기 요법을 한 환아 수
가 적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MV 감염이 있으면 뇌백질을 변화시켜 와우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고19), 본 연구에서는
CMV감염이 많지 않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고빌리

(2.1-17.5%) 비해10,11) 최근에는 청력 손상의 위험률이 낮게(0.7-

루빈혈증은 뇌간과 청신경의 손상을 유발시키며, OAE는 정상

1.5%) 보고되고 있다12). 이는 난청의 위험 요소들이 알려지면서

이나 ABR에서 비정상으로 나온다. Shapiro와 Nakamura20)에

소음을 낮추거나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산소 공급을 적절히

의하면 미숙아에서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14 mg/dL 이상이면

하고, Aminoglycoside계 항생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예방적 치

청력 손상의 위험이 높다 하였고, 1,500 g 미만에서는 더 큰 위

료를 성공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험률을 가진다고 하였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생아 청력 손상의 고위험 인자로는 선천성 감각 신경성 청
력 손상의 가족력, 청력 손상과 관련된 자궁 내 감염, 두부 안면

저자들은 생후 2주 이내에 체중의 절반 이상 혈중 빌리루빈 수
치가 상승하였을 때를 조사하였지만 의미 있게 나오지 않았다.

기형, 고빌리루빈혈증, 출생 체중 1,500 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

Aminoglycoside계 항생제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손상을

생아, 세균성 수막염, 신생아 가사, 호흡곤란 증후군, 인공 환기

입혀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유발하고, 치료 기간과 혈중 최고 농

치료, 이독성 약제 등이 알려져 있다2,4). 1973년부터 1994년까지

도가 중요하다21). 이뇨제는 이온 이동을 방해하면서 내림프액의

의 United States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JCIH)에

구성을 변화시켜 청력 손상을 유발하고 가역적이며, 이뇨제 단

서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 자체가 고위험 인자라 하였지만 점점

독으로는 청력 손상을 잘 일으키지 않고, 이독성 항생제 등과 같

극소 저체중 출생아 자체가 위험요소는 아니라는 의견이 늘면

이 사용하면 위험이 더 증가한다고 한다22). 본 연구에서는 비정

2)

13)

서 2000년 과 2007년 JCIH에는 위험인자에서 빠져 있고, 오

상군에서 이뇨제의 누적 용량이 유의하게 많았다.

히려 기계 환기, 체외막형 산소섭취(extracorporeal membrane

고위험 환아에서 청력 손상의 빈도는 2-5%로서 95-98%는

oxygenation, ECMO), 교환수혈이 필요한 고빌리루빈혈증, 이독

정상 청력을 가지고, 청력 손상아의 52%는 위험인자를 가지지

성 이뇨제, 항생제 등과 같은 인자들이 위험 요소로 제시되고 있

않으므로23) 청력 손상의 발견에는 선별 검사가 더 효과적이다.

다.

1982년 JCIH24)에서는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출생 후 3개월 이내

산모가 전자간증에 노출되면 청력 손상이 일어난다는 보고

에 뇌간 유발 반응을 포함한 청력 선별 검사를 권장하였다. 청력

가 있지만14)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았다. 신생아 가사와

역치 중 40 dB 이내의 청력 손실이 있으면 환아 자신이 장애를

저산소증은 나선 신경절 세포에 손상을 주고, 비가역적 세포 손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40 dB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다

상을 일으켜 와우와 뇌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강력한 청력 손

면 환아 자신도 장애를 쉽게 인식한다. 그래서 40 dB을 정상적

상의 요인이 되는데15) 본 연구에서 중/고도 난청/농에서 경도 난

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 청력 요구치의 경계로 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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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은 청력을 사회적응 청력이라 한다. 이를 바탕으로 1990

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생아에서 객관적이며, 정확한

년 JCIH에서는 “pass”의 기준을 40 dB 이하의 자극음에 반응을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ABR결과는 I-VII파로 구성되는데 신

보이는 경우로 규정하고, “pass”하지 못한 신생아는 3-6개월 후

생아에서는 주로 I파, III파, V파를 관찰하고, 본 연구에서 주로

철저한 이과학적 검사를 포함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이용하였던 V파는 가장 안정된 반응을 보여 분석의 중심이 되

13)

하였다. 그러나 2007년 JCIH 에서는 선별 검사를 신생아 집중

었다31,32).

치료실 입원아와 정상 신생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신생아

국내에서 의미 있는 난청은 정상 신생아에서 1,000명당 1.9-

집중 치료실에 5일 이상 입원 치료한 미숙아는 청신경병증이 있

2.8명,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경우는 1,000명

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ABR을 시행하고, 정상 신생아는 OAE

당 13.5명으로 외국과 비슷한 비율로 보고29)되고 있는데 본 조

를 단독 선별 검사로 시행 가능하다고 하였다25). 선별 검사를 통

사에서는 1,500 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중도 이상의

해 조기에 청력 손상을 발견하여 언어 치료를 시작한 경우 더 좋

난청을 가진 환아는 10명(15.4%)으로 위의 보고들보다 높게 나

은 경과를 보이고, 그들의 인지 능력에 적합한 언어 기능을 가질

왔다.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모든 환아를

26,27)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500 g 미만에서 살아 남은 환아들만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는 감수성과 특이성이 높고 객관적인

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보인

기준이 적용 가능하며, 신생아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시행

31명 중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도 난청을 제외한 17명 중

28,29)

가능하여야 하고, 비침습적이어야 한다

. 1974년 이후 ABR이

재검을 하여 호전되거나 정상화된 환아가 16명(94.1%)으로 이

고위험군에서 청력 선별 검사로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검

전의 보고들(27-48.4%)33,34) 보다는 회복률이 높았다. 이들이 정

사는 감수성과 특이성이 높고 선별 검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상화 되는 데는 빌리루빈의 독성 효과 소실, 와우와 뇌간의 저산

진단적 검사로서의 기능도 있으므로 그 신뢰도와 유용성에 있

소증이나 일시적 전달 장애의 호전, 대상아의 성숙, 검사의 위양

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할 뿐 아

성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5,36). 본원에서는 양측에 50

니라 그 결과의 해석에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측면에서

dB이상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를 착용하고, 만2세 이전까지 반

그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선별 검사로 상용화되는 데는 문제가

응을 보이는 역치가 91 dB이상이면 인공 와우 삽입술을 시행한

30)

있었다. 이후 1978년 Kemp 에 의해OAE가 도입되면서 본격적

다. 이런 기준에 따라 한 명이 양측 농으로 진단되어 보청기를 하

으로 신생아에 대한 청력 선별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OAE는

고 있으며, 곧 인공 와우 삽입술을 할 예정이다.

귀에 소리 자극을 주었을 때 와우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와우의

신생아 시기에 청력 손상이 있는 경우 언어, 인지, 행동, 감정,

외유모세포의 수축과 진동의 능동적 기계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학습 수행 능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Davis 등37)의 보고에 의

OAE는 검사 시간이 짧고, 전극들을 부착하는 등의 준비가 필

하면 극소 저체중 출생아들이 14세가 되었을 때 지적 능력이 낮

요 없고, 주변의 전기 자극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아 전자 장비가

았고, 읽기와 쓰기 능력이 떨어지며, 행동과 감정 조절이 어렵다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선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

고 하였다. 2007년 JCIH13)에서는 신생아기 선별 검사에서 정상

점이 있다. 그러나 OAE는 나선 신경절 세포나 청신경의 병변이

이어도 고위험군은 24-30개월에 다시 청력 검사를 시행하도록

있는 신생아의 경우에는 외유모세포의 병변이 동반되지 않는 한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상으로 나오면 재활 프로그램으로

선별을 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신생아의 외이

장애를 최소화 하고, 향후 꾸준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도가 연하고 귀지가 많아서 실패율이 높기도 하다. 그래서 신경

난청에 영향을 주는 많은 인자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출생

원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 청력 저하의 가능성이

체중으로 보정하였을 때 중/고도 난청/농인 경우 경도 난청에

많으며, 선별 검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에서는

비하여 낮은 5분 Apgar 점수와 긴 기계 환기의 기간을 보였다.

이러한 OAE 결과 하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별 검사라고 하

이는 2007년 Hille 등38)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아의

기에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기기 자체와 소모품 비용, 검사 시

청력 손상 위험 요인을 신생아 가사와 5일 이상의 기계 환기라고

간, 검사비에 있어서 OAE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검률이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들의 청력 손상은 대부분 와우와

낮고 중이강 내의 상태가 OAE에 비하여 덜 영향을 받을 뿐 아

뇌간의 산소 공급 감소와 낮은 pH 혈액 관류, 호흡 곤란 증후군

니라 신경을 포함하여 후미로의 병변에 의한 난청까지 알아낼

에서 잘 동반되는 내이와 뇌간 출혈에 기인한다고 생각되고 있

수 있다는 점에서 ABR이 보다 우월하다. 또한 피검자의 의식 상

다. 그래서 저자들은 앞으로 이런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 극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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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출생아들의 청력 손상을 최소화하려 한다.
미숙아들은 정상 신생아보다 난청의 위험이 높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중이강 내 이물과 전도 장애로 수주 내에 회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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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이 호전을 보였고(94.1%), ABR로 재검을 한 8명 중 7명은
호전이 될 때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1명만이 양측
농으로 나와 보청기를 착용하였다.

최근에는 저체중 자체가 청력 손상의 위험이라기 보다 이독성

결론: 1,500 g 미만의 미숙아에게 처음 시행한 청력 선별 검사

약물, 저산소증, 고빌리루빈혈증 등이 유발 요인이라는 견해가

에서 중도 이상의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낮은 5분

많다. 본 연구에서도 교정 연령 37주 이상, 체중 2 kg 이상 되어

Apgar점수와 장기간의 인공 호흡기 사용이었고, 대부분이 5-6

처음 시행한 청력 선별 검사에서 극소 저체중 출생아들의 청력

개월 이내에 청력에 호전을 보여 수개월간은 추적 검사를 시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낮은 5분 Apgar점수와 긴 기계 환기의

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려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간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5-6개월 이내에 청력이 회복되었으
며, 한 명만이 보청기를 하였으므로 퇴원할 때쯤 시행하는 첫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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