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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udden idiopathic sensorineural hearing loss is a disease that develops within several hours to several days. Its
etiology has not yet been verified, but the disturbance of the circulation of blood in the inner ear, inner-ear hydrops, and
viral infection are considered possible causes of the disea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red gin-
seng extract, which is known to have a vasodilatory effect, on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Sixty-nine patients suf-
fering from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were admitted to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from March to
December 2008. They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30 ears) and control (39 ears) groups. Red ginseng extract
(2700 mg/day, 4 weeks) was added to the therapeutic regimen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effect of red ginseng extract
therapy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factors relating to the prognosis. A considerable hearing improvement was doc-
umented in both groups (32.2 dB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5.8 dB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as little
beneficial effect of red ginseng extract on additional hearing improvement compared with control. The total recovery rate
of the experimental group (80.0%) was bet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58.9%), and the experimental group’s high-
tone hearing gain at 3 kHz (29.7 dB) was bet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21.7 dB).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effects of red ginseng therapy tend to be superior to those of the conventional therapy,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earing gains tend to be in the higher frequencies and may be due to the pro-
motion of cellular differentiation from the supporting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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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돌발성난청은 3일 이내에 연속된 세 개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소실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명확

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출혈, 혈전, 혈

관경련을 포함한 혈액순환장애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되고 있다. 현재 병인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게 인정되고 있

는 가설은 바이러스 감염설로 이는 항바이러스 항체가 돌발

성난청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1) 돌발성난청 환

자의 측두골 소견상 바이러스성 미로염에 합당한 소견이 보

고되었고,2) 돌발성난청 환자의 외림프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되는 사실3)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른 치료로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및 혈액순환 개선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여하고 있

으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외에는 유효성을 인정받은 치료방

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4)

인삼은 아시아에서는 중요한 전통약재로서 2000 년 이상

쓰여져 왔으며, 거의 모든 질환에서 치유를 돕는 것으로 알려

져 왔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인삼에 포함되어있는 사포닌

(saponin)은 여러 종류의 Ginsenoside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이들은 항산화, 세포자멸사 방지, 항암 및 조혈작용, 면역조절

작용 등 다양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8) 특히

최근 Ginsenoside-Rb1는 칼슘길항작용을 갖고 있어 혈관이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많은 허혈성 질환에 있어

서 인삼제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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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홍삼추출물을 돌발성난청 환자에게 추가적

으로 적용하여 스테로이드 호르몬 복용 등과 같은 고식적인

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추가적인 청력개선효과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환자

200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

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원인불명의 돌발성난청을 진단받고 경

구 스테로이드 투여 및 고실 내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입요법

(intra-tympanic steroid injection; IT-DEXA)을 포함한 병합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홍삼추출물의 투여에 대한 임상연구를

이해하고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하 윤리위원회 승인 하에 실시

되었다. 돌발성난청 환자들은 무작위적으로 두 군으로 나눈

이후 전향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홍삼추출물을 병용하여 사용

한 집단을 실험군 (30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

(39귀)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방법

환자의 성별, 나이, 난청 발병일부터 치료시작일까지의 기

간, 동반 질환 (상기도 감염유무, 고혈압, 당뇨, 결핵, 어지럼,

신장질환, 뇌경색 등), 치료 이전과 이후 순음청력검사 및 청

력도의 모양을 조사하였다. 모든 환자는 5일간 입원을 원칙으

로 하여 안정, 금연, 저염식이 및 경구 스테로이드, 혈장증량

제, 중이 내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입요법을 포함한 병합치료

를 시행하였다. 뇌경색 및 혈관질환, 신경종양 등을 감별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 (Brain MRI)을 시행하

였으며 이상이 있는 환자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경구 스테

로이드는 Solondo® (prednisolone, 유한메디카)를 60 mg/day

5일, 40 mg/day 2일, 20 mg/day 2일, 10 mg/day 1일씩 감량

하면서 10일간 사용하였으며, 중이 내 스테로이드는 dexam-

ethasone 5 mg을 격일로 4회에 걸쳐 이경 확인 하에 중이강

내로 주입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혈장증량제인 Dextran 40-

DEX® (dextran/dextrose, 대한약품) 500 mL/day를 5일 동안

정맥주사 하였으며, 감기 및 바이러스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에서만 제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Vacrax® (acyclovir, 청계제

약) 250 mg/day을 5일간 정맥주사 하였다. 실험군에서는 이

러한 고식적인 돌발성난청 치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정관장

홍삼분캡슐® (6년근 홍삼분말, 한국인삼공사) 300 mg Cap-

sule, 1회 3알, 하루 3회, 총 9 Capsule 2.7 g, 4주간 투여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순음청력검사는 치료 시작 이전과 치료 시작 이후 1, 2,

4, 8, 12주에 시행하여 0.5 kHz, 1 kHz, 2 kHz, 3 kHz에

서 청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시작 이전

의 청력과 치료 시작 이후 12주의 청력을 이용하여 청력 개

선 정도를 평가하였다. 청력 개선 효과의 판정은 Siegel 의

청력회복분류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청력 개선 정도를 평가

하였으며 제1-3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청력의 개선이 있는 것

으로 판정하였다 (Table 1).

3. 통계학적 방법

두 군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Student’s t-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

수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중 선형 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결 과

총 69귀를 대상으로 시행한 본 연구에서는 39귀에서 돌발

성난청에 대한 고식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대조군), 30귀

에서 고식적인 치료에 더하여 홍삼분캡슐을 복용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실험군).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였을 때 성별

이나 연령, 치료 시작 전 난청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

며, 난청 발병일로부터 치료 시작일까지의 기간도 차이가 없

었다 (Table 2). 이것으로 두 군에서 치료 전의 상태는 유사

하며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삼분캡슐을 투여한 실험군의 치료 전 청력은 83.8 dB였으

며 치료 후 51.7 dB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

(p<0.01), 고식적인 치료를 시행한 대조군에서도 치료 전 청

력 81.1dB, 치료 후 55.3 dB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

되었다 (p<0.01). 두 군 간의 치료 전 청력과 치료 후 청력

은 유사한 청력 역치를 보였으며 (p=0.617, 0.556), 청력 호

전 정도는 각각 32.2 dB과 25.8 dB으로 실험군에서 다소

청력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p=0.182). 또한 치료 후 최종 청력과 청력개선의

Table 1. The Siegel’s criteria of hearing recovery. Type I-III was
defined as a successful result and type IV as a treatment
failure

Type Hearing recovery
I. Complete recovery Final hearing better than 25 dB

II. Partial recovery More than 15 dB gain, final hearing
25-45 dB 

III. Slight improvement More than 15 dB gain, final hearing
46-75 dB

IV. No improvement Less than 15 dB gain, final hearing
poorer than 7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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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른 Siegel 분류법을 기준으로 1-3군에 해당하는 경

우에 청력 개선 판정을 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30귀 중 24

귀 (80%), 대조군에서는 29귀 중 23귀 (58.9%)에서 청력이

개선되어 역시 실험군의 성적이 우월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74) (Table 3).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 호전 정도를 각 주파수 (0.5 kHz,

1 kHz, 2 kHz, 3 kHz)에 따라서 비교했을 때는 실험군에서

각각 31.7 dB, 35 dB, 32.5 dB, 29.7 dB의 호전을 보였으

며, 대조군에서는 각각 29.7 dB, 26 dB, 22.8 dB, 21.7

dB의 호전을 보였다 (Fig. 1). 이것은 홍삼분캡슐을 사용한 경

우에 저주파수 영역에서보다 주로 고주파수 영역에서 추가적인

청력향상을 보였음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0.734, 0.092, 0.076, 0.143).

돌발성난청의 치료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다른 요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과 난청에

동반된 현훈 여부, 항바이러스제의 사용 여부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나 각 요

인들은 청력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두 군 간의 차이도 없었다. 

고 찰

본 실험에서 고식적인 치료를 시행한 대조군과 홍삼분캡슐

을 복용하는 치료를 추가한 실험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청력

의 호전이 있었다. 이는 최소한 홍삼을 이용한 추가적인 치료

가 다른 고식적인 치료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돌발성난청에 쓰

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실험에서

홍삼분캡슐을 복용하는 추가적인 치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조군에 비해 좋은 성적을 보여

주었다. 이는 향후 환자군의 수를 늘려서 비교하면 좀더 홍삼

의 추가적인 치료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이

다. 다만 고령이거나 간,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환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적인 질환을 지닌 환자의 경우 하루에

9알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는 홍삼 투여에 대하여 순응도 및

실험참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 이는 홍삼성분을

농축하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보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형

Table 2.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69).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vailable
variables between red ginseng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Red Ginseng (n=30) Control (n=39) p-value1)

No. 30 39 -

Sex
female 15 16

0.476
male 15 23

Age 46.5±16.2 52.1±15.7 0.152
Initial PTA (pure tone audiometry) 83.8±23.3 81.1±22.2 0.617

Days between treatment and disease onset 3.6±2.8 2.5±2.8 0.105
1)Fisher’s exact test or Student’s t-test

Table 3. Averaged hearing gain and recovery rate in both groups. The results of red ginseng therapy tend to be superior to that of the
conventional therapy,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little beneficial effect of red ginseng extract on additional
hearing improvement compared with control.

Variables Red Ginseng Control p-value1)

Pre-pure tone audiometry 83.8±23.3 dB 81.1±22.2 dB 0.617
Post- pure tone audiometry 51.7±26.4 dB 55.3±24.7 dB 0.556

Hearing gain 32.2±19.0 dB 25.8±20.1 dB 0.182
Improvement rate according to Siegel’s criteria 24/30 (80%) 23/39 (58.9%) 0.074

1)Fisher’s exact test or chi-square test

Fig. 1. Averaged hearing gain in the frequency of 0.5, 1, 2, and
3 kHz in both groups. The hearing gain in higher
frequencies was slightly increased in red ginseng group
comparing with control group,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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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에 노력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실험에서 청력 호전 정도를 각 주파수 (0.5 kHz, 1

kHz, 2 kHz, 3 kHz)에 따라서 비교했을 때 홍삼을 사용한

경우 저주파수 영역에서보다 주로 고주파수 영역에서 추가적인

청력향상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하

지만 이는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 또는 고실 내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입요법 등이 동일하게 고주파수 영역에서보다 주로

저주파수 영역에서 추가적인 청력향상을 보이는 것을 상기하

여 볼 때 홍삼의 유효한 청력개선효과를 증명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고식적인 치료 추가 시

나타나는 청력개선의 양상이 저주파수 영역에서보다 주로 고

주파수 영역에서 보이는 이유는 저음을 담당하는 와우의 첨

부의 세포는 미성숙하며 분화가 덜 된 세포로서 지지세포로

부터 새로이 분화가 용이하지만 고음을 담당하는 와우 기저

부의 세포는 고도로 분화된 세포로서 재생이 어렵기 때문이

다.10) 그러므로 홍삼의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기존 스테로

이드 요법으로는 재생이 어려운 고음을 담당하는 와우 기저

부의 세포의 회복이나 분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

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

저 질환과 난청에 동반된 현훈이 있는 좀 더 심한 돌발성난

청의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사용 여부에 따라 치료 성적이 더

향상되는지의 여부도 검증하였지만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돌발성난청의 치료에 일차적으로 스테

로이드 제제 및 고실 내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입요법이 주가

되리라 생각하게 하는 결과이다. 돌발성난청의 치료에 쓰이는

주요 약제인 스테로이드 제제는 항염증작용을 하여 신경부종

및 손상을 경감시켜주며 면역반응에 따른 신경손상을 막아준

다. 또한 이온평형, 세포자멸사 억제, 항산화, 혈관확장 및 허

혈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돌발성

난청 환자의 치료에 널리 쓰이는 공인된 약제이다. 홍삼의 경

우에도 스테로이드 제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효과에 대한 많

은 연구가 되어 왔으며 인체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기에 상당

히 안전한 장점을 또한 지니고 있다. 

홍삼의 효과를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이 홍삼이 학습 및 기

억력 감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스트

레스와 노화에 따른 여러 병적인 변화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

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11-13) 정확한 기전에 대해

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허혈 상태의 와우세포 및 청각신경세

포에 대한 홍삼의 보호 작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며,9) 뇌세포와

척추신경세포에 대한 홍삼의 손상방지효과를 제시한 보고도 있

다.14,15) 이러한 방어기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는 항산화효과로서 이는 허혈 및 손상에 따른

nitric oxide (NO)를 줄여주며 nitric oxide synthase (NOS)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16) 이는 뇌의 성상세

포 (astrocyte) 또는 심근세포에서의 홍삼의 보호작용의 기전

으로 설명된 바 있다.17,18) 둘째는 홍삼의 세포자멸사를 방지

하는 효과로서 이는 caspase-3 활성의 감소, Bcl-2 활성 억

제, Bax 단백질의 역할 증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19-21) 

홍삼이 건강식이나 여러 질환에 있어서의 보조적인 치료제

로 쓰이는 이유가 위와 같은 anti-aging효과, anti-amnestic효

과, 항산화 작용, 세포자멸사를 방지하는 효과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쓰여져 온 만큼 상대

적으로 안전하고 인간에게 적용하기에 쉬운 장점을 지니고 있

다. 다만 홍삼의 선택과 가공, 유효한 성분의 효과적인 압축,

복용하기에 쉬운 제형의 개발 등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홍삼이 돌발성난청과 같은 급성적

인 이과 신경질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

대적으로 좀 더 좋은 청력개선효과를 보였고 특히 고음영역

의 청력개선효과를 보였다. 이는 고음영역의 손상된 세포가

지지세포로부터 새로이 분화하는데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임상시험에 기본적

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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