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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시간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서는 

청력 보호를 위하여 115 dB HL (hearing level)에서 15분 이

상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105 dB HL에서 

한 시간 이상 노출 시 일시적 또는 구적으로 청력이 떨

어질 수 있고, 130 dB HL 이상에서는 짧은 시간 노출되어

도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1) 

  유양돌기 수술동안 드릴을 사용하는 것은 NIHL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유양돌기를 절개하는 중에 발생하는 소음은 

125 dB HL을 넘어설 수 있다.2) 또한, 중이 수술 후에 1.2-

4.5%의 빈도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3)

  유양돌기를 절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강도나 시간에 

비하여 유양돌기삭개술 자체는 예상보다 낮은 NIHL 발생률

을 나타낸다. 이것은 드릴에서 발생하는 소음뿐만 아니라 

수술에 관계되는 다른 요소들도 난청 발생에 관여할 가능

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성 상태와 수술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수술 중에 사용되

는 마취제의 향이지만 마취제가 난청에 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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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t is well known that the loud noise exposure can lead to 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  Drilling during 

mastoid surgery may result in NIHL.  The noise level produced by drilling of the mastoid bone can exceed 125 dB HL (hearing 

level); therefore, mastoid surgery itself is associated with a lower incidence of NIHL than expect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isoflurane on NIHL and hair cell morphological changes.  

  Methods:  BALB/c mice were divided into 2 groups; a control group (n = 20) and an isoflurane group (n = 20).  The mice 

of both groups were exposed to 120 dB SPL (sound pressure level) broadband white noise for 3 hours per day, for 3 consecutive 

days.  The mice in the isoflurane group were anesthetized with isoflurane while exposed to the noise.  The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thresholds were determined 1 day before and after the noise-exposure and then again after 7 days.  Both cochlea 

were removed and stained using fluorescent isothiocyanate (FITC) phalloidin. 

  Results:  1 day prior to noise-exposure, the ABR thresholds were those of a normal hearing level in both the control and 

isoflurane groups.  In the control group, the mean hearing threshold was 78.0 ± 2.6 dB HL after 1 day of noise-exposure and 

81.5 ± 3.4 dB HL after 1 week; in the isoflurane group, the mean hearing threshold was 49 ± 11.7 dB HL after 1 day and 

30.5 ± 9.3 dB HL after 1 week.  The hearing thresholds after noise exposure in the control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isoflurane group (P ＜ 0.05).  

  Conclusions:  The occurrence of NIHL decreased and the hair cell damage suppressed in the mice exposed to intense noise 

while anesthetized by isoflurane.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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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보고는 아직 없다. 

  소음 자극은 내이 세포에서 기계적 손상을 일으키고, 내

이의 안쪽에서 대사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조직 손상을 일

으킨다.4-6) 이러한 소음성 조직 손상은 산화스트레스(oxidati-

ve stress)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소음 

자극 후 와우에서 활성 산소유리기(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졌고,7) 내이에서는 superoxide 

radical8)과 peroxide radical9)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항

산화물질인 glutathione, iron chelator, 그리고 ROS scavenger

를 투여하는 것이 소음 손상으로부터 내이를 보호한다10,11)

라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산화스트레스가 세포내

에서 activator protein (AP)-1을 포함하는 transcription factor를 

upregulation 시킨다는 사실은 소음 자극이 내이에서 세포사

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12) 

  Isoflurane은 N-formyl-methionyl-leucyl-phenylalanine (FMLP)

에 의한 superoxide 생성을 감소시키고, 세포내 칼슘 이온의 

이동을 감소시킴으로써 FMLP에 의해 자극 받은 인간 중성

구에서 superoxide의 생성을 감소시킨다.13) 따라서 isoflurane

이 소음성 감각 신경성 난청의 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에 대하여 청력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정상적인 소리인지반사(Preyer's reflex)를 보이는 8주령 BALB/ 

c mice (Orient. Charles River Technology, Seoul, Korea)를 사

용하 다. 이 실험은 본 대학 연구소 동물관리 및 사용위원

회 승인 하에 실험동물 윤리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무작위로 각각 대조군(n = 20)과 isoflurane 군(n = 20)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 다. 대조 군과 isoflurane군 모두 120 

dB SPL (sound pressure level)의 광대역백색잡음(broad band 

white noise, 300-10,000 Hz)에 하루에 3 시간씩 지속적으로 

3일간 노출시켰다. 대조군(n = 20)은 각성 상태에서, isoflu-

rane 군(n = 20)은 isoflurane 1.2 ± 0.3 Vol%와 산소 4 L/ 

min로 마취한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시켰다. 소음을 주기 위

하여 외부소음과 차단도 되고 방음이 가능한 방음실을 광

우메딕스를 통해 제작하여 사용하 다. 소음은 8 Ω의 입출

력을 가지는 스피커(290-8L, ALTEC LANSING, Oklahoma 

city, Oklahoma, USA)와 증폭기(R-399, INTER M, Seoul, Ko-

rea)를 Cool Edit 1.52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컴퓨터에서 발생

시켰다. 증폭기를 방음실의 왼쪽구석에 위치시킨 후 그 위

에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horn이 45각도로 놓이게 하 다. 

방음실내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중앙부와 각각의 모서리에

서 sound level meter (B&K, Denmark)로 측정하여 모두 120 

dB SPL 이상임을 확인하 다. 마취는 방음실에 생쥐를 넣

고 isoflurane 1.2 ± 0.3 vol%를 주다가 잠이들면 위치와 자

세를 다시 잡아주고 체온계를 거치한 다음 소음자극을 주

기 시작하 으며 소음자극을 주는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

고 수면 상태를 잘 유지하는지 자발호흡은 일정한지를 관

찰하 다.

  실험 중 생쥐의 체온은 소아용 식도청진기(esophageal ste-

thoscope)의 온도 측정 부분만을 분리 하여 생쥐의 직장에 

넣어 모니터(Datex-Ohmeda, S/5, Bradford, UK)상으로 지속적

인 온도 측정을 하며 온도조절기(Blanketrol II, Cincinnati 

Sub-Zero Co., USA)와 발열등(heat lamp)을 사용하여 체온이 

36oC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 다.

  청성뇌간유발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역치

의 측정은 Traveler Express apparatus (Bio-logic System Corp., 

Mundelein, Illinois, USA)를 사용하 다. 생쥐는 ketamine hy-

drochloride (30 mg/kg)과 xylazine (2 mg/kg)을 근주하여 마취

한 후, 외이도(external ear canal)에 탐침(probe)을 넣고 자극

을 주어 자극에 대한 청력역치를 얻었다. 자극음은 초당 13

회의 교대상 클릭음을 90 dB HL의 강도부터 10 dB씩 낮추

면서 측정하 고, 파형이 불분명하게 나오는 음의 강도에 

도달하면 5 dB씩 조절하면서 청력역치를 측정하 다.

  소음 노출 1일 전에 청력역치를 측정하고 대조군(n = 10)

과 isoflurane 군(n = 10)에서 와우 (cochlea)를 얻었다. 이후 

3 일간 소음에 노출시킨 후 1일 후, 7일 후에 다시 청력역

치를 측정하고 대조군(n = 10)과 isoflurane 군(n = 10)에서 

와우를 얻었다. 와우로부터 등골(stapes)을 제거해 내고 와우

의 윗쪽에 조그만 침으로 구멍을 만들었다. 고정액(4% for-

malin and 1% glutaraldehyde in 0.1 M sodium phosphate buf-

fer)을 이 구멍을 통해 집어 넣고 4oC에서 48시간 동안 고정

시켰다. PBS로 세척 후 와우의 바깥쪽 뼈 부분과 개막(tec-

torial membrane)을 제거하고 나선기관(organ of Corti)을 분리

해 내었다.

  Fluorescent isothiocyanate (FITC) labeled phalloidin을 이용

한 형광 염색을 위하여 와우에서 분리한 나선기관을 4oC 

PBS에서 1시간 동안 FITC-conjugated phalloidin probe (1μm/ 

ml, Sigma, St. Louis, USA)와 반응시키고 PBS로 3번 세척한 

후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FITC phalloidin은 액틴(actin)에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비

근육세포에서 액틴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염

색법이다.14) 본 실험에서 염색한 유모세포의 경우도 유모세

포의 stereocilia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액틴이므로 stereocilia의 

소실이 유모세포의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

이므로 이 염색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5) 

  자료처리는 SPSS window version 10.0을 이용하 다. 각각

의 청력역치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고 대조군과 

isoflurane 군 사이의 소음 노출 후 청력 손상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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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는 Wilcoxon 순위합 검정으로 비교하 고, 군 내

에서 소음 노출 전, 후의 ABR 값의 차이는 Wilcoxon 부호 

순위검정 방법으로 분석하 다. 각각 P ＜ 0.05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결      과

    소음에 의한 청력 역치의 변화

  소음에 노출 전 대조군은 평균 25.0 ± 4.1 dB HL의 청

력을 보 고, isoflurane군은 평균 22.5 ± 4.3 dB HL의 청력

을 보여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소음 노출 후 1일에 측정한 청력 검사에서 대조군은 평

균 78.0 ± 2.6 dB HL의 청력을 보 고, isoflurane 군은 평

균 49.0 ± 11.7 dB HL의 청력을 보임으로써 두 군 모두에

서 청력 손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조군

에 비하여 isoflurane 군에서 청력 손상이 의미 있게 낮게 

나타났다(P ＜ 0.05)(Fig. 1).

  소음 노출 후 1주에 측정한 청력 검사에서 대조군은 평

균 81.5 ± 3.4 dB HL의 소견을, isoflurane 군은 평균 30.5 

± 9.3 dB HL의 소견을 보여 소음 노출 후 1일에서와 마찬

가지로 isoflurane 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05) 

(Fig. 1).

  소음에 노출 전, 노출 후 1일, 그리고 1주 후에 측정한 

동일 군 내에서의 청력 검사결과는 두 군 모두에서 각각 

소음 노출 전 측정치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났다(P ＜ 0.05)(Fig. 1).

    소음에 의한 조직학적 변화

  대조군에서 와우의 stereocilia의 소실이 많이 보 으나 is-

oflurane군에서는 stereocilia의 소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Fig. 2).

고      찰

  코르티기관은 모든 감각 조직 중 가장 적은 숫자의 감각 

수용 세포인 청각 유모세포로 기능을 한다. 인간 와우각은 

137,000,000개의 시력 감각 수용세포를 가진 retina에 비해 

단지 20,000개의 감각 수용세포만을 가지고 있다.16) 포유류

에서 청각 유모세포는 단지 배아 발생동안에만 만들어지고17) 

출생 후에 소실된다 해도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Fig. 2. Both cochleae are removed after 1 day noise exposure in the mice. After fixation, organ of Corti is harvested with fine forceps beginning 

from the cochleae apex. The organ of Corti is contacted with a fluorescent isothiocyanate (FITC)-conjugated phalloidin probe and observed using a 

fluorescence surface preparation of organ of Corti (× 400). Immunofluorescent staining against FITC-phalloidin shows the loss of stereocilia in control 

(n = 10), group (A) and isoflurane (n = 10), group (B). Group (C) is a normal stereocelia in FITC-phalloidin stain. The incidence of stereocilia-loss 

is more increased in control group than isoflurane group. Arrows: loss of stereocilia, FITC: fluorescent isothiocyanate. Bar = 20μm.

A B C

Fig. 1. Changes in hearing threshold are measured using auditory 

brainstem responses in mice. Mice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exposed to noise (control group, n = 20) and those exposed to noise 

while under isoflurane anesthesia (isoflurane group, n = 20). White 

noise is used (300-10,000 Hz) for 3 h per day for 3 consecutive day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and differences are analyzed with 

Wilcoxon rank sum test and Wilcoxon signed ranks test. Hearing im-

pairment is inhibited in the mice of isoflurane group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P ＜ 0.05 compared ‘control’ with ‘isoflurane' 

group, 
†
P ＜ 0.05 compared to ‘1 day before nois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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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세포의 손실은 분명하고 비가역적인 청력손실을 일으

킨다.

  청력상실은 산화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감각 모세포의 소실 때문에 생기는데 이러한 요인들

로는 소음, 감염, 그리고 이독성 약물 등이 있다. 현재까지 

청각 수용체가 있는 코르티기관을 치료하고 소음성 감각신

경성 난청을 호전시키는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력 모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하는 산화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음성 난청은 코르티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기계적 손상

과 내이에서 증가된 산화과정(oxidative metabolism)을 통한 

대사성 스트레스(metabolic stress)에 의해 일어난다.10) 강한 

소음 노출 후 내이에서 일어나는 대사성 스트레스의 증가

는 ROS의 생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증가된 ROS에 의하여 

와우각의 혈류가 감소하고 내림프 산소 분압이 감소하며 

포도당의 흡수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내이 세포사가 일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과거에는 소음성 난청 발생의 주요 원인을 유모세포의 

괴사 때문이라고 생각하 으나, 최근에는 강한 소음에 노출 

후 유모세포에서 apoptosis가 유도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고,19) 이것은 ROS가 apoptosis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과도 일치한다.20,21)

  귀 수술에서 드릴의 사용이 도입된 이래로 소음성 청력 

손실이 드릴의 결과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다. 

중이 수술에서 드릴 소음은 구적인 소음성 난청을 유발

하기에 충분한 세기(dB)와 시간(duration)동안 지속된다. 하

지만 실제 중이 수술 전 후의 청력검사로 소음성 난청의 

발생여부를 알아본 임상 연구들 중 수술로 인한 소음성 난

청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의 연구들이 많다.22-24) 이와는 

반대로 동물 실험의 경우는 드릴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상반된 결과의 두 종류의 

논문에서 가장 큰 방법상의 차이는 동물 실험에서는 적절

한 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신마취에 의

한 청력 손상의 보호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실험 모

델에서는 흡입마취제에 의한 여러 가지 세포사 보호 작용

에 의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신마취에 의한 스트

레스반응의 억제에 따라 보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

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에 대

해서는 다양한 마취 약제를 이용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강한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발

생이 isoflurane에 의해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 원인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isoflurane이 유모세포에서 세포

사를 일으키는 ROS의 생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soflurane은 쥐의 허혈성 심장에서 hydroxyl radical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한다.26) Isoflurane은 활성화된 중성구

에 의한 superoxide anion 생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다.27) 

또한 isoflurane은 산소와 glucose 박탈로 야기되는 신경원의 

세포사를 감소시킨다고 한다.28) N-methyl-D-aspartate (NMDA) 

길항제인 MK-801과 antioxidant인 N-acetylcysteine이 소음으

로 유도되는 난청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는데,29) 

이러한 연구는 흡입마취제가 NMDA 길항 작용과 antioxi-

dant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므로,30,31) 소음성 난청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mouse를 대상으로 소음자극을 주어 소음

성 난청을 유발시키는 실험 모델에서 isoflurane으로 마취를 

하며 소음자극을 주는 경우 소음성 난청의 발생이 감소하

고 소음으로 인한 유모세포의 세포사 발생이 억제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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