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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침치료 및 침도치료를 활용한 돌발성난청의 치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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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 of acupuncture and acupotomy as treatment strategies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SSNHL).We reviewed 4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who were treated with acupuncture, acupotomy
and other treatment. Acupucture and acupotomy treatment have efficacy in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cupuncture and acupotomy can be a treatment strategies for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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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돌발성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SSNHL)은 대개 30 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적어도 3개

50%로 알려져 있다. 아직 서양의학적 치료가 자연회복율에 비
하여 높은 수준의 치료율을 나타낸다고 말하기 어렵고, 치료
이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3-5).

이상 연속된 청력주파수에서 72시간 이상 나타나는 경우로 정

돌발성난청에 침치료의 적용이 양방치료를 단독으로 사용

의할 수 있다1). 또한 이명,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대부

하는 것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보고가 국내와 국외

분 일측성으로 발병하지만 드물게 양측에 발생하기도 한다.

에 이어지고 있지만6-9) 아직까지 그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침도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특발성이 가장 많으며(idio-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가 적다.

pathic, 71%), 감염성 질환(12.8%), 이과적 질환(4.7%), 외상

이에 저자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세종한의원에 내원한

(4.2%), 혈관성 혹은 혈액 질환(2.8%), 종양(2.3%), 그 외 다른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침도치료 및 침치료를 시행하여 순음청

2)

원인(2.2%)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현재 돌발성난청의 기본적인 치료법으로는 전신적 스테로
이드제를 경구 또는 정맥 주사요법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으
며, 그에 병행하여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법, 항바이러스제,
항산화제 등의 병합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3).

력검사상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에 치험례를 보고하
는 바이다.

CASE REPORT

돌발성 난청의 예후는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1/3은 완

연구대상: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세종한의원에 난청증상

전 회복, 1/3은 부분적인 회복이 있으나 나머지 1/3의 환자는

으로 내원한 환자 중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고 스테로이드 치료

청력이 거의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치료를 받

를 비롯한 양방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2례와 돌발성난청으로

지 않은 환자에서 자연회복율은 부분적 회복을 포함하여 40-

양방치료 종료 후에도 6개월 이상 한방치료를 받고 일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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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력의 호전이 있었던 환자 1례, 돌발성난청 진단 후 양,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는데 왼쪽 경추부위와 어깨의 지속적인

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고 청력의 완전회복을 보인 환자 1례를

통증을 호소하였다.

선정하였다.
평가 기준: 환자의 청력은 AMA-PTA 미세 자기 청력 검사

3) 치료적 중재
2021년 4월 28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주1회 치료하

기기(이어로직 코리아)를 사용하여 순음기도청력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난청은 4분법(Table 1)을 활용하여 1,000 Hz역

였다.

치의 두배값과 500 Hz와 2,000 Hz의 역치값을 각각더하여 4
로 나눈 값을 도출하였고, 난청의 정도는 ISO 기준(Table 2)을

(1) 침치료

참고하였다.

㈜동방메디컬에서 나온 0.25×40 mm사이즈의 멸균침을

이명 증상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이명 최소차폐역치
(MML)10)를 환자의 이명크기를 표현하는 참고기준으로 삼았

이용하여 두반극근, 승모근, 견갑거근, 두판상근, 경추후관절
면, 경추 1, 2, 3 횡돌기, 구개범장근, 구개거근에 자입하였다.

다.
(2) 전기 침자극, 자기장 침 자극 및 저주파자극기

1. Case 1

자입된 침의 일부에 전기침 자극과 자기장 침 자극을 가하
였다. 전기 침자극은 4 Hz의 강도로 15분간, 자기장 침 자극에

1) 대상환자 정보

는 WHATA153 (㈜메디랩)을 25분간 사용하였다.

본 환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50대 전문직 남성으로 2020

또한 승모근에 간섭전류형 저주파자극기(㈜굿플. 모델명

년 9월달부터 시작된 난청과 귀의 먹먹함으로 2021년 4월 28

GP-500H)를 부착하여 5,000 Hz의 강도로 15분간 사용하였

일 본원에 내원하였다.

다.

이에 본원에서는 해당 환자에 대해 한의 치료 및 경과관찰
을 진행하였다.

(3)침도치료
Styloid process를 표지점으로 하여 대한연부조직한의학

2)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진단적 평가

회에서 제시한 위치를 참고하여 예풍혈(TE17)에 취혈하였고,

2020년 9월달에 시작된 왼쪽 귀의 먹먹한 느낌과 함께 난

Superior cervical ganglion을 치료목표로 하여 흉쇄유돌근

청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별도의 이명,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

과 경추 1, 2, 3번 횡돌기를 표지점으로 취혈하였다.

지 않았고, 귀의 먹먹한 증상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조금 완화
되나 마스크를 벗으면 다시 심해지기를 반복하였다. 오른쪽의

(4) 약침

청력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원에서 시

에이제이탕전에서 나온 산양산삼약침을 30 G×38 mm 니

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오른쪽의 청력도 4분법으로 계산했을 때

들을 사용하여 양측 예풍혈(TE17)에 각 0.3 cc씩 주입하였다.

그 수치가 31.775로 경도난청에 해당하였다.
이명, 어지럼증, 두통 등의 기타 증상이 없이 오직 좌측 기

(5) 비강사혈요법

도청력의 손실 및 먹먹함만을 호소하였다. 본 환자는 이전에

비경을 사용해 비갑개의 부어있는 점막을 파악한 후 병리적

다른 병ㆍ의원에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은 이력은 없으나, 증

상태의 개선을 위해 ㈜동방메티컬에서 나온 0.40×90 mm 멸

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점, 기도청력검사 결과 상 3개 이상의

균침을 이용하여 사혈하였다.

주파수에서 청력 손실이 발생한 점, 기타 전음성 난청으로 고
려할 만한 과거력이 없는 점, 영상의학적 특이 소견이 없는 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수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하였다.
본 환자의 특기할 만한 과거력은 없으나, 현병력으로 알레
르기 비염(allergic rhinitis)을 앓고 있었다. 또한 직업특성상

Table 1. 4-divided method

4분법 :

     ×   


Table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riteria, 1964
Hearing loss range
Normal limits

Corresponding audiometric
ISO value
25 dB or better

Mild hearing loss

26-40 dB

Moderate hearing loss

41-55 dB

Moderately severe hearing loss

56-70 dB

Severe hearing loss

71-90 dB

Profound hearing loss

81 dB or greater

https://doi.org/10.54461/JKMST.2021.5.2.180

181

Seung-yeon Jin, et al.

환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Tables 4, 5, Figs. 1, 2)는 4월

(6) 추나요법 및 골타요법

28일, 6월 7일, 9월 6일 총 3회에 걸쳐 양측을 측정하였으며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도인안교학회의 진단법에 근거하여

수치 상 호전을 보였다. 4분법으로 구한 값은 좌측에서 4월 28

골반에 추나요법 및 경추, 흉추에 골타요법을 시행하였다.

일 24.35, 6월 7일 8.275, 9월 6일 1.65로 감소하였고, 우측에
(7) 소리재활치료

서 4월 28일 31.775, 6월7일 23.55, 9월 6일 2.9로 감소하여

이어로직 코리아에서 나온 AMA-PTA 순음 미세 청력 검사

경도난청에서 정상범위로 호전하였다(Table 6).

기기를 이용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악된 청력이

2. Case 2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AMA-MTM REV134 (이어로직코리
아)기기로 일정 변조폭의 소리자극음을 만들었다.
환자가 소리자극음을 청력역치 이하에서 매일 30분씩 2회,

1) 대상환자 정보

총 1시간 청취하게 하였다.

본 환자는 50대 사무직 남성으로, 2016년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완전한 청력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왼쪽 귀에 이명

4) 치료 결과 및 추적 관찰 결과

이 발생하고 난청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2021년 4월 14일 본

2021년 4월 28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총 17회 방문

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본원에서는 해당 환자에 대해 한의 치

하였으며 치료 경과에 따른 환자 진술은 Table 3과 같다.

료 및 경과관찰을 진행하였다.

환자는 치료 5회차부터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 2차 청력
검사 시기였던 6월 7일 이후로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

2)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진단적 평가

였다.

본 환자는 5년전인 2016년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아 스테로

Table 3. Case 1 patient’s symptoms change
환자 주관 진술
Visit 1 (21.04.28)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귀가 멍멍함. 이명은 없고, 왼쪽 귀의 난청이 많이 신경쓰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운 정도.

Visit 2 (21.05.03)

귀 멍멍한 느낌 여전. 소리가 더 잘 들리는 듯함.

Visit 5 (21.05.24)

3일 전부터 귀의 멍멍한 느낌이 좀 편해졌음. MTM 치료음을 청취할 때 맞추었던 볼륨의 크기가 처음보다 줄어들었음.

Visit 6 (21.05.31)

귀의 멍멍함이 호전되었으나 몸의 상태에 따라 변동이 있음. MTM 치료음의 볼륨을 더 줄일 수 있게 됨.

Visit 7 (21.06.07)

지난 주에 비해 귀의 멍멍함이 추가적으로 더 호전됨. 처음 소리재활치료를 시작했을 때보다 치료음의 볼륨이 많이 줄었고,
첫 검사 때보다 청력의 회복을 느낌. 그러나 완전히 회복했다고 느끼진 않음.

Visit 9 (21.06.21)

귀 먹먹한 증상이 심해짐.

Visit 12 (21.07.26)

심해졌던 먹먹함 다시 조금 호전함.

Visit 14 (21.08.16)

멍멍한 느낌이 호전. 청력은 초기보다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는 듯함

Visit 16 (21.08.30)

멍멍함이 아직 좀 남아있음. 하루 중에도 증상의 변화가 있는데, 심할 때와 가벼울 때의 차이가 이전보다 커졌음.

Table 4. Result’s of case 1 patient’s left ear’s hearing test
Date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z

04.28

34.6

27.5

21.9

26.1

42.5

48.0

06.07

21.1

8.6

8.1

8.3

26.0

15.0

09.06

10.7

4.7

0.8

0.3

24.0

12.5

Table 5. Result’s of case 1 patient’s right ear’s hear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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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z

04.28

39.3

28.3

29.7

39.4

46.5

36.5

06.07

35.4

24.7

20.3

28.9

39.0

36.5

09.06

10.4

5.8

0.8

4.2

24.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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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ult’s of case 1 AMA-PTA (left).
이드 치료를 받았으나 청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었다. 최
근 이명이 발생하면서 난청이 심해진 것을 느껴 본원에 내원하
였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었으며 특기할 만한
외부의 외상은 없었다.
이명과 난청 외에 기타 어지럼증, 이 충만감 등의 증상은 없
었으며, 새벽 3시쯤에 잠에서 깨는 淺眠증상과 비염, 코골이가
있었다. 오래 전에 중이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고 내원 당시 스
테로이드 등 별도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없는 상태였다.
환자에게 일측성 난청과 이명이 갑작스럽게 72시간 안에
발생한 점,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청력의 저하가 있었
던 점, 최초로 돌발성난청이 발병하고 다시 재발하기까지 전음
성 난청으로 의심될만한 증상과 이력이 없었던 점, 영상촬영을
진행할 만큼의 기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점을 들어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하였다.
환자의 왼쪽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4분법으로 계
산하였을 때 53.475로 중도난청에 해당하였고, 환자의 이명이
들리지 않게 되는 최소자극음을 찾게 되는 최소차폐역치검사
(Minimal Masking Level)를 시행하였으나 완전 차폐가 되지
않았다.

Figure 2. Result’s of case 1 AMA-PTA (right).
Table 6. Change of the hearing test results calculated by
4-divided method
Date

Left

Right

04.28

24.35

31.775

06.07

8.275

23.55

09.06

1.65

2.9

특히 이명보다 청력에서 두드려졌다. 그러나 치료 2, 3개월 차
에 추가호전은 느끼지 못했으며 업무로 인한 컨디션 난조와 불
면으로 이명이 계속해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호전
된 청력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치료 경과
에 따른 환자 진술은 Table 7과 같다.
환자의 순음청력검사(Table 8, Fig. 3)는 총 4회에 걸쳐 시
행되었고, 검사 결과 역시 2회차에서 뚜렷한 호전을 보이고 이
후 유지하여 환자의 진술과 일치하였다. 4분법으로 계산한 값
은 ISO기준 4월 14일 중등도 난청에서 5월 20일 경도 난청, 6
월 21일 정상청력까지 호전하였다가 7월 28일 경도난청으로
치료를 마감하였다(Table 9).

3. Case 3

3) 치료적 중재
2021년 4월 14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총 31회, 평
균적으로 일주일에 2-3회 내원하였다. 침치료, 약침요법, 비강
사혈요법, 추나요법, 골타요법은 내원할 때마다 시행하였으며,
침도치료는 일주일에 1회 시행하였다. 소리재활치료는 환자의
자가에서 매일 30분씩 2회, 하루 총 1시간을 청취하게 하였다.
치료 내용은 위의 환자와 동일하다.
4) 치료 결과 및 추적 관찰 결과
본 환자의 경우 환자는 최초 치료 시작 약 17일 후인 7회 방
문부터 유의미한 호전을 느꼈다. 환자의 주관상 느끼는 호전이

1) 대상환자 정보
본 환자는 30대 남성으로 2020년 10월 9일 발생한 어지럼
증, 2020년 10월 10일 발생한 오른쪽 귀의 이명과 청력손실
로 돌발성난청을 진단받고 2020년 10월 14일 본원에 내원하
였다. 이에 본원에서는 해당 환자에 대해 한의 치료 및 경과관
찰을 진행하였다.
2)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진단적 평가
본 환자는 2020년 10월 9일 어지럼증이 최초 발생하였고
다음날인 10월 10일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오른쪽 귀의 이
https://doi.org/10.54461/JKMST.2021.5.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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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ase 2 patient’s symptoms change
환자 주관 진술
Visit 1 (21.04.14)

5년 전 돌발성난청 진단, 당시에 난청이 심했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생활함. 최근 이명이 심해지고, 청력에 불편이 심해졌음.
최근 이명의 머리가 무거워짐.

Visit 7 (21.05.01)

이명이 호전하여 처음처럼 힘들진 않다고 함. 난청증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듯함.

Visit 10 (21.05.08)

이명은 5월 1일 이후로 유지되는 중이나 이명음의 톤이 높아짐. 난청에서 약간 호전을 느껴, 이전엔 대화소리가 모기소리처럼
들렸는데 현재는 혼탁한 소리로 변화했다고 표현.

Visit 11 (21.05.11)

지난 주 야근 이후 이명이 커짐. 두통의 강도 호전

Visit 13 (21.05.20)

이명의 빈도가 감소하였고, 이명음이 변화함. 지금까지 받았던 다른 치료들에서보다 청력의 호전이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함.

Visit 15 (21.05.24)

지난 주부터 이명음이 약간 커졌음. 직장에서 업무가 늘어 피로가 증가하였음.

Visit 16(21.05.29)

이번 주 이명의 강도가 커짐. 빈도는 줄어들었음. 두통은 과거보다 호전하였으나 아직 가끔 발생. 왼쪽 귀에 욱신한 느낌이 생김.

Visit 20 (21.06.12)

청력은 최초 호전한 상태에서 유지. 이명 역시 유지.

Visit 28 (21.07.13)

청력은 이전보다 좋은 걸 확실히 느끼지만 지난 주말부터 이명의 강도와 빈도 모두 증가.

Visit 29 (21.07.17)

주말동안 증가한 이명의 강도와 빈도 모두 다시 감소하였으나, 이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

Visit 31 (21.07.28)

첫 달에 비해 이명과 난청이 호전하였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달에서는 추가호전보다는 증상을 유지하였음.

Table 8. Result’s of case 2 patient’s left ear’s hearing test
Date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z

04.14

58.2

54.7

54.2

50.8

68.5

71.5

05.20

40.4

26.9

19.7

35.8

63.5

69.5

06.21

41.8

28.1

16.9

34.7

63.5

67.5

07.28

41.1

26.9

19.2

38.6

65.5

70.5

Table 9. Change of the hearing test results calculated by
4-divided method
Date

Result

04. 14

53.475

05. 20

25.525

06. 21

24.15

07. 28

25.975

이 완전히 소실되었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환자는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
고,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다.

Figure 3. Result’s of case 2 AMA-PTA (left).

3) 치료적 중재
환자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총 52
회 내원하였다. 최초 치료일로부터 약 17일 가량은 거의 매일

명과 함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2020년 10월 13일
모 대형종합병원에서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스테로

내원하였고, 이후 일주일에 0-3회 유동적으로 내원하였다.
치료 내용은 위의 환자와 동일하다.

이드 경구투여요법,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요법, 고압산소치
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다. 환
자는 돌발성 난청 발생 직전까지 후두염과 편도염으로 인해 항
생제를 복용하였고, 종합병원에서 최초 진단 받을 당시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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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결과 및 추적 관찰 결과
본 환자는 발병 초기에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였고
양방치료 종료 이후 한방치료를 단독으로 받은 환자이다. 환자

Case Report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Using Acupuncture and Acupotomy

Table 10. Case 3 patient’s symptoms change
환자 주관 진술
Visit 1 (20.10.14)

지난 주 금요일 어지럼증 발생하였다가 토요일에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귀가 안좋은 느낌을 받으며 돌발성 난청이 시작됨.
이명음은 귀뚜라미 소리와 같고 어지럼증은 마치 걸으려고 하면 술에 취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 오른쪽 귀에서 쇳소리가 나고,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픔.

Visit 2 (20.10.15)

어제 치료 후 조금 호전된 느낌이 들음.

Visit 6 (20.10.20)

15일 이후부터 추가적인 청력의 호전을 느꼈음. 쇳소리와 큰 소리에 통증을 느끼는 증상은 여전함.

Visit 16 (20.11.07)

시끄러운 곳에서 이명음의 강도 역시 증가함을 느낌.

Visit 20 (20.12.05)

금일 소리가 더 안들리는 느낌이 들고, 어지럼증이 다시 발생

Visit 21 (20.12.08)

청력이 떨어져 소리재활치료 음원을 들을 때 맞춰놓은 볼륨의 크기를 키워야 했음.

Visit 23 (20.12.12)

청력이 다시 호전하는 것을 느꼈고, 음원의 볼륨을 다시 낮춤

Visit 27 (21.01.09)

이명음이 커지고 불편이 심해짐

Visit 30 (21.01.23)

심해졌던 이명의 강도 다시 호전하였으며, 가끔 이명이 없는 경우 발생

Visit 31 (21.01.30)

다시 매일 24시간 이명 지속

Visit 32 (21.02.06)

최초 진단받았던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재검사. 청력이 좀 좋아졌다는 소견을 들음.

Visit 33 (21.02.20)

청력 추가적인 호전을 느낌. 이명음은 증가하여 24시간 들리는 증상 유지.

Visit 35 (21.03.06)

이명이 없어지는 순간 발생. 이명음이 커졌다 작아졌다하며 계속 변화함.

Table 11. Result’s of case 3 patient’s right ear’s hearing test
검사날짜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z

10.15

92.9

88.9

63.1

73.1

95.5

77.5

10.28

58.2

58.6

61.4

69.2

91.5

69.5

11.21

46.1

47.2

55.3

64.7

83.5

68.5

01.04

43.2

40.3

53.1

63.1

78.5

70.5

02.27

36.1

35.6

47.5

61.4

76.5

69.5

04.10

36.8

35.8

45.8

60.6

75.5

71.5

05.15

38.2

36.4

48.1

61.4

76.5

71.5

07.05

35.4

35.8

46.9

58.1

75.5

72.5

의 주관적인 진술 상 한방치료를 시작한지 2회 차부터 청력의

20년 11월 62.65, 21년 1월 52.4, 21년 7월 46.925로 수치가

유의미한 호전을 느꼈고, 이후 20년 12월 5일부터 청력이 악

감소하여 고도난청에서 중도난청으로 호전한 채 치료를 종료

화된 느낌을 호소했으나 일주일 후인 20년 12월 12일 호전하

하였다.

였고, 21년 2월 20일경 추가적인 호전을 체감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치료기간 환자의 주관적 진술은 Table 10과 같다.
환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Table 11, Fig. 4)는 20년 10월

4. Case 4

14일 이후 21년 2월 27일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고, 이후

1) 대상환자 정보

7월 5일까지 상승한 청력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환자가 청

본 환자는 60대 전업주부 여성으로 2021년 7월 대학병원

력 큰 호전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20년 10월 17일 이후 시행

에서 왼쪽 귀의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난청과 이명, 이 충

하였던 10월 28일 검사에서 250 Hz, 500 Hz에서 30 dB이상,

만감, 청각 과민을 느껴 양방치료를 받은 후 2021년 9월 10일

8,000 Hz에서 8 dB의 청력 상승을 보였다. 또한 21년 2월 27

최초로 내원하였다. 이에 본원에서는 해당 환자에 대해 한의

일까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250 Hz, 500 Hz의 저주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진행하였다.

수 영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임과 동시에 모든 주파수 영역
에서 전체적인 호전을 보였다. 4분법으로(Table 12) 계산하여

2)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진단적 평가

난청을 분류했을 때, 최초 내원하였던 20년 10월 72.05에서

환자는 2021년 7월 중순부터 귀가 잘 안들리다가 가끔 왼
https://doi.org/10.54461/JKMST.2021.5.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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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nge of the hearing test results of case 3
patient calculated by 4-divided method
Date

Right

10.15

72.05

10.28

62.65

11.21

55.625

01.04

52.4

02.27

48.0

04.10

47

05.15

48.5

07.05

46.925

Figure 4. Result’s of case 3 AMA-PTA (right).
터 귀의 물찬듯한 느낌과 먹먹함이 꾸준히 호전하였고 10월 1
쪽 귀에 이명이 들렸었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느낌이 발생하

일에 시행하였던 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전체 주파수 영역대의

여 이비인후과 의원 및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돌발성 난청을 진

호전을 보였으나 250 Hz, 500 Hz, 4,000 Hz, 8,000 Hz 등의

단받았다. 진단 받을 당시 스테로이드, 신경안정제, 키넥신을

주파수에서 청력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력의 불편

복용하였으나 본원에 최초 내원하였던 9월 10일까지 청력의

함을 계속 호소하였다. 10월 4일 어지럼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회복이 완전하지 않았다(Table 13). 환자의 이명음은 ‘백색소

10월 11일 메니에르를 진단받았고 10월 26일부터 어지럼증

음과 같다’고 하였으며, 왼쪽 귀에 물찬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이 크게 호전하여 11월 1일 이후에는 어지럼을 호소하지 않았

본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가끔은 외부 소리가 너무 크

다. 11월 1일에 청력이 개선됨을 느꼈고 11월 8일부터 이명의

게 들려 귀를 닫고싶을 때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환자는 안구

발생 시간이 줄어들어 아침에서 새벽시간으로 한정되었으나

건조증, 재채기, 구취, 목가래, 기침, 심계, 야뇨증, 요실금 등의

이명음의 강도는 여전하였다. 환자는 ‘청력이 회복하여 살 것

증상이 있었고 현병력으로 당뇨병이 있었다. 최초 내원 당시

같다.’라고 강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11월 5일 본원에서 시

복용 약물은 당뇨약 뿐이었다.

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상 250 Hz-2,000 Hz 영역에서 완전

이비인후과 의원과 대학병원에서 이미 돌발성 난청으로 진

히 청력을 회복하였고, 4,000 Hz는 72.5 dB에서 38.0 dB로,

단을 받고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요법을 비롯한 약물 치료 후

8,000 Hz는 83.0 dB에서 64.0 dB로 변화하여 호전을 보였다.

내원하였고 10월 11일 갑작스러운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메니

환자의 청력정도를 4분법으로 도출하였을 때 그 값은 9월 10

에르병을 진단받았기에 본원에서도 돌발성난청과 메니에르병

일 42.15에서 11월 5일 7.95로 감소하여 중도난청에서 정상

으로 간주하여 치료하였다.

청력으로 호전하였다. 11월 12일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시행
한 검사에서도 청력의 완전 회복 소견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치료적 중재
본 환자는 2021년 9월 10일에 내원하여 2021년 11월 12

환자의 주관적 진술(Table 14),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Table 14, Fig. 5), 4분법 값(Table 15)은 아래와 같다.

일까지 총24회 내원하였다.

DISCUSSION AND CONCLUSION

최초 내원 후 9월 28일까지 18일간은 구개범장근과 구개범
거근, 경추부를 비롯한 침치료, 비강사혈요법만을 시행하였고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침치료, 침자극요법, 침도요

침 치료가 청력 개선에 미치는 기전은 아직 완벽히 밝혀지

법, 추나요법, 골타요법, 소리재활치료를 상기 환자들과 동일

지 않았으나, 국소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고 귀로 가는 혈류 및

하게 시행하였다.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며 혈액점조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1-14). 또한 Fan15), Ying16) 등은 침치료가 혈액

4) 치료 결과 및 추적 관찰 결과

점조도를 감소시키고, 귀의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림프 순환을

환자는 스테로이드, 혈액순환제 등의 약물 복용을 마친 상

증가시키며, 청신경의 흥분과 신경전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

태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최초 내원 당시 청력은 4분법으로 계

혔다.

산한 결과 42.15로 중도 난청에 해당하였고, 환자의 진술 역시

침도요법은 미세절개만으로 비정상적이고 수축된 반흔성

청력의 불편함을 크게 호소하였다. 치료 4회차인 9월 17일부

조직을 절개할 수 있는 치료법17)으로 근육연축을 줄이고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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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s of Case 4 patient’s left ear’s hearing test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z

09.10

71.1

51.4

34.7

47.8

72.5

83.0

10.01

44.6

36.9

13.1

23.6

47.0

60.5

11.05

18.9

14.2

0.6

16.4

38.0

64.0

Table 14. Case 4’s patient’s symptoms change results
환자 주관 진술
Visit 1 (21.09.10)

7월 중순부터 가끔 귀가 불편했음. 이명있는 느낌이 들었음. 가끔 귀가 크게 들리는 느낌이 들어 귀를 닫고싶을 때가 있음. 귀가
멍멍하고 물찬 느낌이 있고 이명음은 백색소음과 같음. 평소 재채기가 심하고, 구취, 목가래, 기침이 잦았고 안구건조증, 심계,
야뇨증, 뇨실금 증상이 있음

Visit 4 (21.09.17)

귀 멍멍한 느낌이 호전함. 이명은 더 심한 듯함

Visit 6 (21.09.24)

귀의 물찬 느낌이 사라짐. 멍멍한 느낌은 많이 호전함. 이명은 24시간 지속되고, 청력도 아직 불량함. 전화 통화 시 양측 귀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느낌.

Visit 12 (21.10.04)

소화불량과 함께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심해짐

Visit 15 (21.10.22)

10월 11일 새벽 구토와 어지럼증이 심하여 응급실 방문 후 메니에르 진단 받음. 이후 안정제를 복용하며 어지럼증이 조금
호전하여 내원함. 청력이 매우 안좋다고 느껴짐.

Visit 16 (21.10.25)

10월 22일 이후 우측 후두부 두통발생. 오른쪽 귀에서도 이명 발생함.

Visit 17 (21.10.28)

10월 26일부터 청력을 비롯한 제반 증상이 많이 호전함. 오른쪽 귀의 이명음은 백색소음과 같이 들리고, 왼쪽의 이명음은
백색소음과 매미소리가 합쳐진 느낌. 어지럼증은 미약하고 두통은 없음.

Visit 18 (21.10.29)

아침에 전정기능검사 후 두통과 어지럼증이 약간 심해짐. 눈이 불편하면 어지럼도 심해지는데, 비강사혈요법을 받고나면 해소됨.

Visit 19 (21.11.01)

청력 호전을 느낌. 전정기능검사 결과 정상 소견.

Visit 22 (21.11.08)

소리가 잘 들려 살 것 같음. 이명의 발생 시간이 24시간에서 새벽시간으로 줄어들음.

Visit 23 (21.11.10)

아침 시간에 이명이 매미소리처럼 크게 들림. 새벽에는 이명이 없었음.

Visit 24 (21.11.12)

금일 종합병원에서 청력검사 후 정상청력 판정 받음.

Table 15. Change of the hearing test results of case 4
patient calculated by 4-divided method
Date

Result

9.10

42.15

10.01

21.675

11.05

7.95

난청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한약, 침치료, 추나요법을 복합
적으로 적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을 뿐, 침도치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저자는 침도치료의 활용 범
위를 넓히기 위하여 기존에 행해지던 돌발성 난청의 한방치료
에 침도치료를 더불어 활용하였다.

Figure 5. Result’s of case 4 AMA-PTA (left).

침도치료에 사용한 주요한 혈자리는 예풍혈과 경추 1, 2, 3
번 횡돌기, SCM의 유양돌기 부착점이다. styloid process를

과 혈관의 포착을 해소할수 있는 충분한 임상적 증거가 마련되

표지점으로 한 예풍혈 주위에 분포하는 신경에는 facial n.,

어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되어 왔다18). 또한, 근막동통증후군에

vestibulocochlear n., posterior auricular n., glossopha-

19)

서 침치료에 비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효과에서 불구하고 국내에서 돌발성

ryngeal n.. vagus n., hypoglossal n., 등이 있는데20), 이 중
facial nerve, vestibulocochlear nerve, glossopharyngeal
https://doi.org/10.54461/JKMST.2021.5.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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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ve, vagus nerve는 귀의 생리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for the etiology of

다. 또한 경추 1, 2, 3번 횡돌기 부근에는 superior cervical

adult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Laryngoscope.

ganglion (이하 SCG)이 위치하며 두경부를 지배하는 교감신

2010;120(5):1011-21.

20)

경절이다 . SCG의 자극은 귀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신경의 흐름을 좋게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경추부 근골격계의 긴장과 부정렬을 해소하여 두경부
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후두직근, 대후두직근, C2 극

3. Kang WS, Kim YH, Park KH, Seo MW, Son EJ, Yoo SY,
Chung JW. Treatment Strategy for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2011;54(10):675-82.

돌기, 승모근, 두반극근, 두판상근 등의 근육에 침치료를 시행

4. Yu HJ, Hong SU. Three cases of sudden sensorineu-

하였고, 치료 효과 증대를 위해 전기 침 자극과 자기장 침 자

ral hearing loss with marked or complete recovery. J

극, 추나요법 및 골타요법을 시행하였다.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6;

본 증례를 통해 저자는 한방치료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환자

19(2):263-71.

들의 청력이 유의미한 호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 오

5. Son JW, Kim MH, Ko SG, Choi IH. Two Cases of Korean

직 침과 침도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치료

Medical Treatments of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를 행하였기 때문에 침도치료 단독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부족

Loss without Corticosteroid Treatments. J Korean Med

함이 있고, 돌발성 난청의 한방치료가 돌발성난청의 자연회복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1):157-67.

률을 뛰어넘는 치료율을 보일 수 있는지, 한방과 양방의 협진

6. Yoon HS, Lee SE, Han EJ, Kim YB. Six Cases of Sudden

이 돌발성 난청의 치료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더 폭

Sensorineural Hearing Loss. J Korean Med Ophthalmol

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Otolaryngol Dermatol. 2003;16(2):221-43.
7. Kim JW, Jeong HG, Lee JY, Kim KH, Kim TY, Lee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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