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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Study of Central Auditory Processing in Patients with Stroke
Hyunsook Jang1, EunJo Jung2, Yukyoung Kim-Lee1 and EunJoo 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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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Research Institute of Audiology & Speech Path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2

Department of Auditory Rehabilitation,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Seoul, Korea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central auditory processing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stroke. Three patients who had suffered
strokes with confirmed auditory pathway involvement, participated. All subjects had normal hearing bilaterally, and were
right-handed. All subjects completed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and K-WAB (Korean version-the
Western Aphasia Battery), and performed Korean Central Auditory Processing Assessment (CAPA-K) battery, including Frequency
Pattern test, Dichotic Digit test, Filtered Word test, Compressed Speech test, Speech in Noise test, and Binaural Fusion test. The
scores for the each test were evaluated by comparing the normative data in young adult population for the standardization of CAPA-K
batter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all three subjects had difficulties in central auditory processing. S1 (male, 17 years, Rt.
middle cerebral artery infarction including Rt. insula and basal ganglia) showed poor performance in contralateral ear to the lesion in
all speech recognition tests. Contralateral ear suppression was also seen in dichotic testing. Furthermore, frequency pattern
recognition was poorer in the linguistic labeling condition than in the humming condition in both ears. S2 (female, 46 years, both
pontine infarction including lateral lemniscus and superior olivary complex) demonstrated difficulties through the entire tests whereas
S3 (male, 51 years, Lt. pontine infarction including lateral lemniscus) showed normal performance in speech recognition test and
monaural-low redundancy speech tests in both ears. Regardless of side of lesion, temporal processing difficulties in both ears were
found in patients associated with pontine infarction. In these cases, auditory dysfunction resulting from stroke varied with the location
and extent of auditory pathway infarction. Therefore, more cases are needed to identify the central auditory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stroke.
KEY WORDS : Central auditory processing tests, Stroke, Middle cerebral artery, Pontine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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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ders, CAPD)의 규명과 평가도구 개발에 기여하여 왔다

INTRODUCTION

(Baran et al., 1986; Häusler et al., 1983; Mann, et al.,
뇌손상이나 뇌병변을 가진 환자들의 청각처리능력에 대한

1996; Milneret et al., 1968; Musiek et al., 1985; Musiek

연구는 중추청각신경계(central auditory nervous system,

et al., 2011; Sparks et al., 1970; Speaks et al., 1975).

CANS)의 특정 부위와 청각처리행동과의 연계성을 제공하

최근 연구(Musiek et al., 2011)에서도 뇌졸중을 포함한 다

므로 중추청각처리장애(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

양한 뇌병변 및 뇌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빈번
히 사용되는 중추청각처리검사 도구들의 민감도, 특이도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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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 or stroke)은 뇌출
혈(hemorrhage)과 뇌경색(infarction) 등과 같은 뇌의
혈관장애에 의해 급격히 발병되어 신체적, 인지적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신경학적 질환 중 하나로 뇌졸중의 병
변이 CANS의 청각경로 내에 위치하거나 영향을 미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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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청각손실, 이명, 환청, 청각처리능력 등의 결함을 초래

검사(Häusler & Levine, 2000; Aharonson et al.,

하게 된다(Bamiou et al., 2012; Berrios, 1990; Fifer,

1998; Furst et al., 2000, Musiek et al., 2005), 시간

1993; Murata, 1994; Musiek et al., 1990; Sarkamo

적처리 검사(Bamiou et al., 2006), 편이저잉여성어음 검

et al., 2010). 그러나 뇌졸중으로 인한 청각적인 결함은

사(Bogousslavsky et al., 1994; Fifer, 1993) 및 이분

잘 인식되지 못하거나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청취 검사(Bamiou et al., 2012; Eustache et al, 1990)

유에 대하여 Häusler & Levine(2000)은 첫째, 와우핵

에서 어려움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ochlear nuclei), 하구(inferior colliculus), 내슬상체

중추청각처리 능력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뇌

(medial geniculate body) 등의 중추청각경로가 다중으

간에서 대뇌청각피질과 대뇌간 연결섬유에 이르기까지 중

로 혈액을 공급받고 있고, 둘째, 와우핵(cochlear nuclei)

추청각신경계의 전반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가 필

이상의 경로에서부터 양측 경로의 정보를 모두 받는 중추

요하다. 평가도구에 최소한 네 가지 검사영역들, 즉 청각정

청각시스템의 잉여성으로 병변이 양측이 아니라 편측인 경

보의 시간적 처리검사(temporal processing tests), 이분

우 발견하기 어려우며. 셋째, CANS의 청각경로에 영향을

청취 검사(dichotic tests), 편이 저 잉여성 검사(monaural

미치는 뇌졸중은 다양한 청각장애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반

low-redundancy tests) 및 양이 상호작용 검사(binaural

구에서의 미세한 청각기능의 이상은 정교한 심리음향검사

interaction tests)가 포함되어야 한다(ASHA, 2005; AAA,

나 전기생리학검사들에 의해서만 감지 될 수 있기 때문이

2010).

라고 하였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뇌졸중 환자의 많은 경

본 연구는 최근 국내의 임상현장에서 CAPD 진단이 가

우에서 다른 신경체계의 손상으로 인한 영향이 압도적이여

능하도록 이상의 네 가지 검사영역이 포함되도록 한국어

서 청각적 어려움이 간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단과정에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중추청각검사(CAPA-K) (장현숙

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청각적 어려움을 호소

외, 2011)를 사용하여 CANS에 문제를 보이는 뇌졸중 환

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진단적 평가가 요구된다(Häusler

자를 대상으로 청각처리능력을 측정하고 정상청력 성인의

& Levine, 2000).

규준과 비교함으로써 뇌졸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중추청각

뇌졸중으로 인한 청각적 어려움은 청력손실, 이명, 환청

처리의 결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및 청각처리결함 등이다. 편측성 또는 양측성 농(deafness)
은 전하소뇌동맥(an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이
나 기저동맥(basilar artery)의 순환부전(ischemia) 또는

MATERIALS AND METHODS

경색(infarction)에 의해 발생될 수 있고(Applebaum &

Ferguson, 1975; Huang et al., 1993; Lee et al., 2002;

1. 연구대상

2005; 2009), 또한 전반적인 양측성 상행경로의 병변이

본 연구는 국립재활병원에 내원한 15~65세 이하의 뇌

나 양측성 측두엽 병변에서 나타날 수 있다(Graham et

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환자 중 연구 참여에 동

al., 1980; Jerger et al., 1972). 이명은 뇌졸중 환자가

의하고 신경학적평가, 이과적평가, 청력평가, 언어평가 및

가장 빈번히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청각적인 증상으로 능형

인지평가를 실시하여 피험자 선정기준에 부합된 대상을 선

체(trapezoid body)까지의 뇌간 병변에서는 동측에서 발

정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신경학적평가 결과, 뇌출혈이나

생되며, 그 이상의 병변은 대측에서 발생된다(Häusler &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환자 중 중추청각신경계에 병변을

Levine, 2000). 환청은 뇌간과 대뇌피질 병변에 의해서

가지고 있고, 이과적인 병변이 없으며, 정상청력 또는 경도

발생될 수 있다(Murata, 1994; Berrios, 1990), 이상의

난청 즉,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귀 모두 250~8000 Hz

청각적 어려움과는 달리 뇌졸중으로 인한 청각처리결함은

에서 ≤ 40 dB HL로 각 주파수에서 10 dB 이내의 양이

정신병, 실어증, 말초적 결함으로 인한 농에 의해 제대로 진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 하였다. K-MMSE (Korean ver-

단되기가 쉽지 않다. 뇌졸중 환자의 중추청각처리 능력을

sion of Mini-Mental State Exam)를 사용한 인지검사

평가한 연구들(Bogousslavsky et al., 1994; Eustache et

결과, 지남력, 기억, 주의집중, 계산, 언어 및 시공간구성에

al, 1990; Fifer, 1993; Häusler & Levine, 2000; Musiek

서 총 30점 만점에 교육연수와 연령을 기초로 -1.5 표준

et al., 2005)은 뇌졸중으로 인한 청각처리능력의 어려움

편차 기준에서 정상범주를 보이고, K-WAB (Korean

은 청각 경로의 특정부위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경색으로

version-the Western Aphasia Battery)을 사용한 실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록 청력과 어음인

증 언어검사의 하위영역 중 알아듣기와 따라말하기 영역에

지도가 정상범위에 있으나 음원찾기와 같은 양이상호작용

서 만점을 보이는 오른손잡이만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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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피검자 정보
피험자

연령

성별

학력

직업

S1

17

남

중졸

학생

S2

65

여

고졸

사무직

S3

51

남

고졸

공무원

병력
우측 중대뇌동맥
(우측 뇌섬엽, 기저핵)
양측 교뇌경색
(양측 외측융대, 상올리브핵)
좌측 교뇌경색
(좌측 외측융대)

NIHSS

K-MMSE

K-WAB*

순음청력역치
좌/우(dB HL)

9

29

10/10

10/12

6

30

10/10

3/7

1

30

10/10

15/17

* K-WAB의 알아듣기와 따라말하기 점수

참여에 동의한 8명의 환자 중, 이상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주파수패턴검사(Frequency Pattern Test, FPT) : 검

해당하는 경우가 5명이였으며, 이중 2명의 피험자는 검사

사문항은 저주파수(880 Hz)와 고주파수(1220 Hz)로 이

도중 검사 중지를 요청하여 시행이 불가능하였다. 총 3명

루어진 150 msec 길이의 연속적인 3개의 순음으로 순음

의 피검자가 모든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Table 1).

간 간격은 200 msec으로 되어 있다. 각 목록은 15개씩 4
개의 목록,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0개의 문

2. 검사장비 및 검사도구
1) 검사장비
본 연구는 이미턴스(Immittance) 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인지검사(word recognition test) 및 6개의 중추청각
처리검사(주파수패턴검사, 이분숫자청취검사, 주파수여과
단어검사, 시간압축어음검사, 소음속어음검사, 양이통합검

항은 6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패턴(HHL, HLH, LHH,

LLH, LHL, HLL)이 무작위로 반복되어 있다. 각 귀에 30
개 검사항목(예, 목록 1 과 2)을 50 dB SL로 제시하고
들었던 패턴을 구어(labling)나 허밍(humming)으로 소리
의 높고 낮음을 말하도록 하였다. 정확히 반응한 정반응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점수화하였다.

사)를 실시하였다. 중이의 이상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로 Madsen Zodiac Middle Ear Analyzer (Zodiac 901,

이분숫자청취검사(Dichotic Digit Test, DDT) : 2개의

Version 4.08)를 사용하였으며, 순음청력검사, 어음인지

하위검사들(1, 2 digits 검사)로 구성되어 양측 귀에 동시

검사 및 중추청각처리검사는 30 dBA 이하의 방음실

에 제공되는 서로 다른 음향학적 자극을 통합(integration)

(Sontek SAF2200)에서 순음청력검사 기기(GN- Otometrics,

하거나 분리(separation)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각

DK/AURICAL)를 CD 플레이어(SONY D-FJ003)와 연

각의 하위 검사들은 20개의 숫자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하여 헤드폰(Telephonics TDH-39P)을 통하여 편측

헤드폰을 통해 50 dB SL에서 실시하며, 양쯕 귀에 동시에

귀 또는 양측 귀에 자극음을 제시하였다.

제시되는 숫자를 듣고 모두 따라 말하도록 하였다. 정확히
반응한 정반응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점수화하였다.

2) 중추청각처리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추청각처리 검사도구는 표준화된

소음속어음검사(Speech in Noise Test, SINT) : 소음

CAPA-K (장현숙 외, 2011) 검사도구 중 청각정보의 시간

속에서 단어인지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뇌간과 그 이상의

적처리검사(temporal processing tests)의 주파수패턴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이다. Multitalker babble

사(Frequency Pattern), 이분청취검사(dichotic tests)의

noise 속에서 함태영의 어음목록(3 또는 4목록)을 사용하며

이분숫자청취검사(Dichotic Digit), 편이 저 잉여성 검사

각 25 문항씩 4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 귀에 제시

(monaural low-redundancy tests)의 소음속어음검사

되는 소음 속에서 들리는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하는 검사로,

(Speech in Noise), 압축단어인지검사(Compressed Speech

+5 dB SNR (어음 자극은 50 dB HL/ 소음 45 dB HL)에서

Test), 저주파수여과검사(Low-pass Filtered Word) 및

1개의 목록을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쪽 귀에도

양이상호작용검사(binaural interaction tests)의 양이통합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확히 반응한 정반응

검사(Binaural Fusion)로 총 6가지 검사였다.

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점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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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양이상호작용(binaural in-

LPF) : 저주파수대역으로 단어를 여과처리하여 단어의 잉

teraction)으로 양 측귀에 각각 들어오는 다른 여과주파수

여성을 낮춘 조건에서의 단어인지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로 처리된 단어를 통합하는 능력으로 뇌간의 기능을 측정

뇌간과 대뇌피질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이

한다. 저주파수(1200 Hz)와 고주파수(2100 Hz) 여과 처

다. 1500 Hz에서 저주파수여과(low-pass filtering) 처

리된 1음절 단어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드폰을 통

리한 KS-MWL-A(3 또는 4 목록)로 1음절 단어 25문

해 35 dB SL에서 실시하였으며, 양측 귀에 동시에 제시되

항씩 4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드폰을 통해 50

는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하도록 하였다. 정확히 반응한 정

dB SL에서 실시하였으며, 한쪽 귀에 제시되는 단어를 듣

반응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점수화하였다.

고 따라 말하도록 하였다. 정확히 반응한 정반응을 백분율

3. 연구방법 및 절차

로 계산하여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국립재활병원의 임상시험 심사
압축단어인지검사(Compressed Speech Test, CST) :

위원회의 승인(IRB No. 2011-01-006)을 받고 진행되

단어를 주파수 왜곡없이 압축하여 잉여성을 낮춘 조건에서

었다. 신경학적 평가, 청각진단평가, 인지평가 및 언어평가

의 단어인지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뇌간과 대뇌피질의 기

를 통하여 연구대상 기준에 부합된 피검자에 한하여 동의

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이다. 45%와 55%로 압

서를 작성한 후 중추청각처리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검

축한 KS-MWL-A(3 또는 4 목록)로 1음절 단어 25문

사는 방음실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편측 귀 또는 양측 귀

항씩 4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드폰을 통해 50

로 제시되는 듣기 편안한 강도 또는 특정 강도에서 소리를

dB HL에서 실시하며, 한쪽 귀에 제시되는 단어를 듣고 따

듣고 따라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사는 각 피검자

라 말하도록 하였으며, 각 귀에 1개의 목록을 선택하여 검

당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총 검사 소요시간은 약 2시

사하였다. 정확히 반응한 정반응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점

간 정도였으며 검사 시 충분한 휴식시간이 제공되었다. 피

수화하였다.

검자의 상태에 따라서 2-3 회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양이통합검사(Binaural Fusion Test, BFT) : 양측 귀

4. 자료분석

에 각각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의 전체적인 정보로 통합하

검사 채점 결과는 검사별 정상 청력 및 중추청각처리능

Table 2. 정상성인 및 중추청각처리검사의 피험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
정상성인
(N=94)

검사도구
어음인지검사

RE
LE
RE
LE
RE
LE
RE
LE

소음속어음검사
저주파수여과검사
압축단어인지검사
1 digit
이분숫자청취검사
2 digit
양이통합검사
주파수패턴검사

RE
LE
RE
LE

RE+LE
RE
LE

허밍
구어
허밍
구어

95.1
95.2
81.5
80.8
80.8
79.9
85.4
87.1
98.9
98.9
88.3
86.8
89.4
98.9
87.6
99.0
89.6

* 20대 정상성인의 평균점수의 -1 SD; ** -2 SD; *** -3 SD 이하의 점수

우측 중대뇌동맥
좌편마비
S1
92
76***
76
36***
56**
60**
56***
52***
95
45***
95
30***
64***
87*
40**
100
27***

양측
교뇌경색 사지마비
S2
88
56***
96
40***
60**
64*
72*
68**
95
90
45***
30***
84
7***
20***
7***
20***

좌측 교뇌경색
우편마비
S3
92
88
80
76
76
88
56***
76*
100
100
90*
40***
72**
47***
60*
4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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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진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성인 94명(남자:43

기저핵을 포함한 중대뇌동맥(middle cerrebral artery,

명, 여자: 51명)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장현숙 외,

MCA) 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를 보여 보조적 치료를

2011)에서 평균과 표준편차와 비교하여 환자케이스별로

시행한 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1년 8월 16일 국립재활병

특성을 살펴보았다.

원에 내원하였다. K-MMSE는 3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
으며, 미국국립보건원 뇌졸중 척도(NIHSS)는 9점을 받았
다. K-WAB에서 알아듣기와 따라말하기 영역에서는 만점

RESULTS

을 받았으나 경미한 말마비장애(dysarthria)와 유창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 S1은 다화자 상황에서

CANS 병변을 가진 뇌졸중 피험자 3명(S1, S2, S3)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대상으로 중추청각처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0대 정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 모두 25 dB HL이하로

성인의 평균점수와 함께 나타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500, 1000, 2000 Hz의 평균순음역치가 우측 귀 10 dB
HL, 좌측 귀 12 dB HL을 보였고, 중이 검사는 A type를

CASE 1.

나타내었다. 등골근반사검사상 양측 귀 모두 동측과 대측

피험자 S1은 16세 남성으로 2011년 7월 9일 발작을

에서 95 dB HL 이하의 역치가 측정되었다.

동반한 의식소실이 있었으며, B-MRI 상 우측 뇌섬엽과

중추청각처리검사 결과 Figure 1, 조용한 상황 어음검

중추청각처리검사 프로파일
어음인지
검사

소음속
어음검사

저주파수
여과검사

압축단어
인지검사

이분숫자
청취검사

R

R

R

R

R

L

L

L

L

L

주파수
패턴검사
구어
R

허밍
L

R

L

양이
통합
검사

100

100

90
80

80

***

70

** *

60

**

30

**

70
60

***
***

50
40

90

*

50

***

40

***
***
***

30

20

20

10

10

0

0

가로선은 정상성인의 평균점수; * 20대 정상성인의 평균점수의 -1 SD; ** -2 SD; *** -3 SD 이하의 점수

Figure 1. 피험자 S1 (우측 대뇌기저핵 부분 중간대뇌동맥의 뇌경색증)의 어음인지검사 및 중추청각처리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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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로 27%였다.

19/25로 76%를 보였다. 소음속어음검사에서 우측 귀는

우측 귀로 제시되는 조용한 상황의 어음인지검사와 소

19/25로 76%, 좌측 귀는 9/25로 36%를 나타내었다. 저

음속어음검사에서만 정상범위의 수행력을 보였고 대측 귀

주파수여과검사상 우측 귀는 14/25로 56%, 좌측 귀는

인 좌측 귀로 제시되는 모든 어음검사에서 -3 SD 이하의

15/25로 60%를 보였다. 압축단어인지검사에서는 우측 귀

수행력을 보였고, 편이저잉여성검사에서는 양측 귀 모두

14/25로 56%이며 좌측 귀는 15/25 52%였다. 이분숫자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1-2 digit 이분숫자청취검사

청취검사에서 1 digit으로 검사하였을 경우, 우측 귀는

우측 귀는 정상범위를 좌측 귀는 -3 SD 이하의 수행력을

19/20으로 95%, 좌측 귀는 9/20으로 45%였다. 2 digits

보였고, 주파수패턴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구어조건에서

으로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우측 귀는 19/20으로 95%, 좌

-3 SD 이하의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측 귀는 6/20으로 30%를 나타내었다. 양이통합검사에서

CASE 2.

는 양측 귀의 결과 16/25로 64%였다. 주파수패턴검사에
서는 허밍으로 검사하였을 때, 우측 귀는 13/15로 87%이

피험자 S2는 만 46세 여성으로 2011년 6월 14일 우측

며 좌측 귀는 15/15로 100%의 수행력을 보였다. 구어로

부위의 위약감과 함께 조음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검사하였을 경우, 우측 귀는 6/15로 40%이며 좌측 귀는

MRI상 외측융대와 상올리브핵을 포함한 교뇌경색(po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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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피험자 S2 (교뇌경색)의 어음인지검사 및 중추청각처리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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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rction)으로 인한 사지마비(quadripelgia) 진단을 받

사에서 우측 귀는 22/25로 88%를 보였으며, 좌측 귀는

았으며 우측 부위의 위약감이 심화되어 항응고제 치료를

14/25로 56%를 보였다. 소음속어음검사에서 우측 귀는

받았다. 그 후 2011년 7월 7일 운동기능이 회복되고 상태

24/25로 96%, 좌측 귀는 10/25로 40%를 나타내었다.

가 호전되어 2011년 8월 22일 전반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저주파수여과검사상 우측 귀는 15/25로 60%, 좌측 귀는

국립재활병원에 내원하였다.

전반적인 인지기능평가인

16/25로 64%를 보였다. 압축단어인지검사에서는 우측 귀

K-MMSE는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으며, 미국국립보

18/25로 72%이며 좌측 귀는 17/25 68%였다. 이분숫자

건원 뇌졸중 척도(NIHSS)는 6점을 받았다. K-WAB에서

청취검사에서 1 digit으로 검사하였을 경우, 우측 귀는 19/20

알아듣기와 따라말하기 영역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며 마비

으로 95%, 좌측 귀는 18/20으로 90%였다. 2 digits으로

말장애(dysarthria)가 심하여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우측 귀는 9/20으로 45%, 좌측 귀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 모두 25 dB HL이하로 500,

는 6/20으로 30%를 나타내었다. 양이통합검사에서는 양

1000, 2000 Hz의 평균순음역치가 우측 귀 3 dB HL, 좌측

측 귀의 결과 21/25로 84%였다. 주파수패턴검사에서는

귀 7 dB HL을 나타내었고, 중이 검사는 A type를 보였다.

허밍으로 검사하였을 때, 우측 귀는 1/15로 7%이며 좌측

등골근반사검사상 양측 귀 모두 동측과 대측에서 95 dB

귀는 1/15로 7%의 수행력을 보였다. 구어로 검사하였을

HL 이하의 역치가 측정되었다.

경우, 우측 귀는 3/15로 20%이며 좌측 귀는 3/15로 20%

중추청각처리검사 결과 Figure 2, 조용한 상황 어음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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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피험자 S3 (좌측 교뇌경색)의 어음인지검사 및 중추청각처리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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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뇌경색으로 인하여 양측 귀로 들어가는 정보 모두 영향
을 받아 양이통합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수행력이 떨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분숫자청취검사와 주파수패턴
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3 SD 정상범위 이하의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편이저잉여성검사의 경우, 어음인지검사와 소
음속어음검사에서 좌측 귀의 점수가 우측 귀에 비해 현저하
게 낮았으며 -3 SD 정상범위 이하의 수행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정상청력을 가진 뇌졸중 환자의 CANS의 전반
적인 처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 중추청각검사, 즉,
청각정보의 시간적처리 검사영역의 주파수패턴검사, 이분
청취 검사영역의 이분숫자청취 검사, 편이저잉여성검사영
역의 소음속어음검사, 압축단어인지검사, 저주파수여과검사
및 양이상호작용 검사영역의 양이통합 검사를 어음인지 검

CASE 3.

사와 더불어 실시하여 정상성인의 규준과 비교하였다.

피험자 S3는 51세의 남성으로 2011년 7월 14일 우측

Musiek et al. (2011)은 뇌졸중을 포함한 뇌병변 환자

위약감이 시작되어 신경과에서 외측융대를 포함한 좌측 교

20명을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네 가지

뇌경색(Lt. pontine infarction)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진

중추청각처리검사 도구들(주파수패턴검사(FP), 2-digit

단받고 보전적인 치료를 위해 2011년 8월 17일 국립재활

이분숫자청취검사(DD), 저주파수여과검사(FS), 경쟁문장

병원에 내원하였다. K-MMSE 검사에서 30점 만점을 받

검사(CS))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았으며, K-WAB에서도 만점을 나타내었다. 순음청력검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정상 규준의 절단점(cutoff value)

결과, 양쪽 귀 모두 30 dB HL이하로 500, 1000, 2000

을 이분숫자청취검사에서 ±3 SD를, 다른 나머지 검사에

Hz의 평균순음역치가 우측 귀 15 dB HL, 좌측 귀 17 dB

는 ±2 SD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검사의 절단점이

HL을 나타내었고, 중이 검사는 A type을 보였다. 등골근

FP는 75%, DD는 90%, FS는 70%, CS는 90%이었다.

반사검사상 양측 귀 모두 동측과 대측에서 95 dB HL 이

이 규준을 사용하였을 때, 민감도, 특이도 및 효율성이

하의 역치가 측정되었다.

FP(모두 90%), DD(90%, 83%, 86%), CS(75%,

중추청각처리검사 결과 Figure 3, 조용한 상황 어음검

100%, 90%), FS(50%, 72%, 63%)로 나타나 FP와 DD

사에서 우측 귀는 23/25로 92%를 보였으며, 좌측 귀는

의 경우는 임상적인 적용이 높은 검사로 검증하였으며 FS

22/25로 88%를 보였다. 소음속어음검사에서 우측 귀는

의 경우 임상적인 변별력이 낮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20/25로 80%, 좌측 귀는 19/25로 76%를 나타내었다.

사용한 규준은 20대의 정상 성인 94명을 대상으로 얻어진

저주파수여과검사상 우측 귀는 19/25로 76%, 좌측 귀는

결과(장현숙 외, 2011)로 Musiek et al. (2012)의 규준

22/25로 88%를 보였다. 압축단어인지검사에서는 우측 귀

보다 낮았는데, 정상 규준의 절단점을 ±2 SD로 적용하였

14/25로 56%이며 좌측 귀는 19/25 76%였다. 이분숫자

을 때, 우측 귀와 좌측 귀의 경우, 어음인지검사는 85과

청취검사에서 1 digit으로 검사하였을 경우, 우측 귀는

86%, 주파수패턴검사는 허밍이 90%, 구어가 51%, 이분

20/20으로 100%, 좌측 귀는 20/20으로 100%였다. 2

숫자청취검사는 66과 58%, 저주파수여과검사는 63과 65%,

digits으로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우측 귀는 18/20으로

양이통합검사는 75%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의 -1 SD

90%, 좌측 귀는 8/20으로 40%를 나타내었다. 양이통합

에서 -3 SD까지 적용하여 어려움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검사에서는 양측 귀의 결과 18/25로 72%였다. 주파수패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뇌졸중 피험자의 중추

턴검사에서는 허밍으로 검사하였을 때, 우측 귀는 7/15로

청각처리검사의 결과는 뇌졸중으로 인한 병변 부위와 정도

47%이며 좌측 귀는 7/15로 47%의 수행력을 보였다. 구

에 따라 다양하였으나 모든 피험자가 중추청각처리능력에

어로 검사하였을 경우, 우측 귀는 9/15로 60%이며 좌측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는 4/15로 27%였다.

피험자 S1과 같이 MCA의 손상으로 인한 병변일 경우

이 환자는 어음인지검사, 편이저잉여성검사, 양이통합검

MCA의 경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경로의 하

사의 경우, 정상범위의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분

부인 뇌섬엽(insula)과 관련된 병변에서 청각처리능력의

숫자청취검사의 경우, 우측 귀는 정상범위의 수행력을 보

손실이 보고되고 있다(Bamiou et al., 2003; Fifer,

였으나 좌측 귀는 40%의 -3 SD 이하의 수행력을 보여

1993; Jones, et al., 2009). 우반구의 뇌섬엽과 그와 인

동측에서 수행력이 감소를 나타내었다. 주파수패턴검사의

접된 백질(white matter)에 병변이 있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허밍과 구어조건 모두에서 양측 귀의 점수가 모두

경우 좌측 귀로 제시되는 어음자극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3 SD 이하의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있으며(Fifer, 1993), 우측 MCA 손상의 경우 실음악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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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고, 손상이 우측 청각피질에 있는 경우 청각기

준의 청각처리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능에도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rkamo et

는 없지만, 편측성 외측융대 병변 환자에서 병변의 대측에

al., 2010). Bamiou와 그의 동료들(2003)은 시간적 처리

제시되는 이분청취자극에 반응이 부재한 사례(Cho et al.,

능력의 결함이 좌측 뇌섬엽 경색 환자에서 발견되었다고

2005)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분숫자청취검사 1 digit의

보고하였으며 뇌섬엽 및 주변의 대뇌피질 또는 피질하에

경우, 두 피험자 모두 90% 이상의 수행력을 보여 진단적

병변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중추청각처리검사를 시행하도

인 가치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록 권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 발견들과 동일하게 피험자

기존의 교뇌경색 관련 연구(Häusler & Levine, 2000)

S1은 우측 뇌섬엽을 포함하는 MCA 경색 환자로 대측으

에서는 능형체나 외측융대(lateral lemniscus)의 병변을

로 제시되는 모든 어음검사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여 대측

갖는 교뇌경색 환자의 경우, 청력손상이나 청각적인 이상

으로 제시되는 어음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은 없으나 소리의 편재성(sound lateralization) 검사와

나타났다. 심지어 1 digit 이분숫자청취 검사에서도 -3

모든 양이통합검사에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SD 이하의 낮은 수행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주파수패턴

하였다. 즉, 교뇌경색이 능형체와 관련되면, 모든 소리들이

검사의 허밍조건에서는 우반구의 손상과 관련된 결함을 볼

중심(center-biased)에서 들리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외

수 없었으며 구어조건에서 모두 -3 SD 이하의 수행력을

측융대와 관련되면 양측(side-biased)에서 들리는 경향

나타내어 구어를 사용하는 시간적 처리능력의 결함이 양측

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좌측 능형체에 경색을 보이는

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편이저잉여성검사의

사례에서 다양한 자극을 사용한 양이통합검사에서 비정상

경우, 압축단어인지검사와 주파수여과검사의 경우 동측에

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좌측 외측융

서도 -2 SD 이하의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

대에 경색을 보이는 피험자 S3의 양이통합검사의 결과도

로 검사들간 일관성있는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주파수패턴

-2 SD의 비정상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양측에

검사의 구어 점수가 양측 귀 모두 낮고 편이저잉여성검사

병변을 가지고 있는 S2의 경우 양이통합검사에서 정상점

들과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뇌졸중의 경우,

수범위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2명의 피험자에게 소

인지, 주의집중, 기억 등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리의 편재성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교뇌경색 환자의

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Musiek et al., 2001), 뇌졸중 환

경우, 병변 부위의 확인을 위하여 편재성 검사를 포함하는

자의 중추청각처리 특성과 더불어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평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가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세 명의 뇌졸중 피험자의 전반적인 중추청

본 연구의 교뇌경색 피험자 사례의 경우, 피험자 S2는

각처리능력을 살펴본 결과, 정상청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

양측 상올리브핵과 외측융대 손상, S3은 좌측 외측융대 손

반적인 중추청각처리 능력을 평가하였을 때 병변의 부위에

상과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올리브핵을 포함

따라 청각적 어려움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하거나 양측 경로에 모두 이상이 있는 S2는 편측에만 이

수 있었다. 뇌졸중의 중추청각처리 특성에 대한 일관된 검

상이 있는 S3보다 청각처리에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사 결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례수를 더하거나 다른 대

나타났는데 S3의 경우 압축단어인지검사를 제외한 모든

조군과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되

편이로 제공되는 어음검사나 어음인지검사에서 정상범위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를 보인 반면, S2의 경우 편이저잉여성검사 뿐만아니라 어
음인지검사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피험자 S2의 경
우, 양측 교뇌경색을 가지고 있지만 우측 위약감을 지속적
으로 보고하였는데 조용한 상황과 소음 상황 모두에서 대
측으로 들어오는 청각정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하여, 편측이나 양측 병변 피험자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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