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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known that endolymphatic hydrops is a pathophysiologic mechanism of
Meniere’s disease, while the detailed role is not fully clarified. Study for endolymphatic hydrops mainly represents a pathologic histologic finding found only in
the post-mortem examination of temporal bone, so endolymphatic hydrops animal
models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terms of understanding how hydrops affects
the function of the inner ear. Numerous challenges with diverse animals and
techniques have been tried to reveal the possible pathophysiology of endolymphatic hydrops and develop an effective treatment. This review shows historical
background and technical advances in experimental animal model for endolymphatic hydrops and Meniere’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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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림프낭감압술을 시행한 바 있으며, 1938년의 발표를 계기로
1950년대 이후 내림프낭감압술이 메니에르병의 주요 치료

1860년 Prosper Meniere가 이 질환에 대하여 기술한 이후,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사람 측두골 연구를 통하여 병리

병태생리로서 내림프수종이 인정받게 된 것은 1938년에

학적 근거로서 내림프수종이 받아들여지고, Tonndorf의 압력

동시에 이루어진 Hallpike와 Yamakawa의 발표에 의한다.

설(pressure theory) 및 Schuknecht의 막파열설(membrane ru-

두 연구 모두 메니에르병을 가진 사람의 측두골에 대한 연

pture theory) 등 병태생리학적 가설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

구로 메니에르병의 병태생리가 내림프수종이라는 것을 정

지만 생전 메니에르병의 병력이 없으나 내림프수종의 병리

1

립하였다. 1871년에 Knapp은 메니에르병은 와우내압이 증

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다

가하여 발생하는 ‘이성녹내장(aural glaucoma)'라고 기술한

른 원인의 내이질환에서도 내림프수종이 발생하므로, 이를

바 있고, 1926년에 Portman은 Guild가 주장한 내림프의 종

부수적 현상(epiphenomenon)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

적흐름가설을 근거로, 메니에르병의 치료에 경유양동 내

2

지금까지 메니에르병 연구는 측두골병리 소견상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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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프수종을 근거로 하였으나 이것이 병인(즉, 무엇이 어

종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떻게 내림프수종을 만드는가)과 연관성이 불명확하고, 어

1976년 Schuknecht는 사람 측두골 소견에서 보이는 내림

지럼, 난청, 이명, 이충만감으로 나타나는 병태생리(즉, 형

프수종에 대하여 진행형 내림프수종에 대별한 비진행형

성된 내림프수종이 어떤 기전으로 증상을 발현하는가)를

내림프수종으로 칭하였다(Table 1). 비진행형 내림프수종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측두골 병리 소견은 사람

은 감염, 외상, 독성물질 및 기타 염증성질환 등 특정한 자

이 생존 시에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극에 의하여 유발되고, 그 결과물로 남아서 더 이상 어지럼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림프수종

및 청각증상이 진행하지 않는 내림프수종이다. 반면 진행

동물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간 연구의 발전과 현재

성 내림프수종은 내림프 흐름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의하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본 원고를 통하여 고찰

여 유발되는 것으로 메니에르병, 선천성 매독, 지연성 내림

하고자 한다. ‘메니에르병 동물모델’이라고 한다면 병리 소

프수종이 포함된다. 즉 비진행형 내림프수종의 전정청각

견상 내림프수종과 함께 증상으로서 어지럼(평형장애와

증상은 결과물, 후유증에 해당되고, 진행형 내림프수종의

동반되는 안진 등), 난청, 이명 등이 나타나는 조건이 충족

증상은 진행하는 과정의 증상으로 설명하였다. Schuknecht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동물모델은 증상보다는 내림프수

와 Gulya 는 이러한 분류에 근거하여 메니에르병의 병태생

종의 유발에 초점이 있으므로 ‘내림프수종 동물모델’이라

리 메커니즘을 내림프액의 축적이 증상과 연관된 막미로

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다.

의 파열로 설명하고, 진행형 내림프수종의 조건으로 (1) 내

3

4

림프수종은 반드시 막미로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진

본

행성 이어야 하고, (2) 진행성 내림프수종에 반응할 수 있

론

도록 내이기능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비진행형
내림프수종의 경우 (1) 내림프수종은 진행성이 아니거나,

1. 사람에서 내림프수종의 분류

(2) 진행에 의하여 증상을 일으킬만한 내이기능이 남아있
1938년 발표된 Hallpike와 Yamakawa의 논문에서 공통적인

지 않거나, (3) 내림프와 외림프 사이에 영구적 누공을 형

소견은 ‘구형낭 및 와우 중간계의 확장, 라이스너막의 팽창

성하고 있어 막미로의 파열이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로 설

및 외림프계의 폐색’이며(내림프수종이라는 용어는 1947년

명하였다.

1

Williams에 의하여 처음 사용됨), 이를 근거로 메니에르병

한편, Schuknecht는 생전 전정청각증상이 없는데도 불구

의 발작적 증상의 원인이 내림프계 압력의 증가를 제시하

하고 측두골병리 소견상 내림프수종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

였다. 또한 ‘염증 및 변성에 의한 내림프수종’과 달리 ‘비염

여 증상형과 무증상형 내림프수종으로 분류하였다(Table 2).4

증성 내림프수종’ 소견을 발견하여, 증상의 기전으로 미로

증상형 내림프수종의 경우 반복되는 어지럼과 변동성 청

의 마비가 아닌 ‘흥분성 내림프수종(Reizhydrops)’으로 해

각증상을 나타내며 선천성, 후천성, 원인불명으로 나뉘며,

2

석한 바 있다. 따라서 내림프수종의 동물모델을 이해하기

메니에르병은 세 번째에 해당된다. 이처럼 내림프수종은

위해서는 사람 측두골에서 내림프수종이 어떻게 이해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유발되며, 내림프수종 자체가 결

분류되는 지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생전에 메니에르병의

과물일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일 수도

병력이 없으나 사후 측두골에서 내림프수종의 병리 소견

있는 반면, 사람의 측두골 병리 소견은 한 시점에서 유무만

을 흔히 볼 수 있고, 다른 원인의 내이질환에서 내림프수종

을 판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의 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메니에르병의 내림프수
Table 1. Classification of endolymphatic hydrops into nonprogressive and progressive types (Schuknecht, 1976)3
Nonprogressive hydrops

Progressive hydrops

Acute otitis media
Meniereʼs disease
Chronic otitis media
Labyrinthine syphilis
Traumatic or surgical fistulization Delayed hydrops syndrome
Viral labyrinth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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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endolymphatic hydrops (Schuknecht and
Gulya, 1983) 4
Symptomatic
Congenital
Acquired
Postinflammatory
Posttraumatic
Idiopathic

Asymptomatic
Congenital
Acquired
Postinflammatory
Posttraumatic
Idiopa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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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동물모델의 중요성이 있다.

었고, 현재 메니에르병의 유력한 병태생리에 근거한 저류
성 수종(retension hydrops)의 동물모델이다. 최초는 1947년
Lindsay에 의하여 시도되었고, 1954년에 Naito는 내림프낭

2. 내림프수종의 동물모델

을 폐색에 의한 내림프수종을 제작하고 동물 내림프낭에
이와 같이 내림프수종 자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

서 내림프 흡수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60년

생될 수 있고, 메니에르병은 그 중에서 원인불명의 진행성

대까지 Schuknecht, Lundquist 등에 의하여 변형된 방법의

내림프수종에 해당되므로 메니에르병의 연구를 위한 내림

내림프낭결찰을 통한 동물의 내림프수종에 대한 보고가

프수종의 실험적 동물모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

있었으나 최근까지 널리 활용된 것은 Kimura와 Schuknecht6

다. 즉, 비진행형 내림프수종은 동물에서도 감염, 외상 등에

에 의한 동물 모델이다. Kimura는 최초 기니픽에서 내림프

의하여 유발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필요한 연구 대상이지

낭을 파괴하고 내림프관을 결찰하는 방법으로 모든 예에

만 이를 메니에르병의 동물모델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 내림프수종을 확인하여, 내림프낭만 파괴한 Naito의 모

내림프수종의 동물모델 연구는 내림프계의 동물연구에

델에 비하여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니픽과

서 시작된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내이해부생리연구의

달리 같은 처치를 한 고양이에서는 내림프수종의 유발에

진전을 보여 1869년 Boettcher가 정상 내림프낭의 현미경적

대하여 더 낮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특히 원숭이에서는 수

구조를 밝혀낸 이후, Hasse는 내림프낭이 내림프액의 생성에

술만으로 내림프수종이 유발되지 않는 등 종에 따른 차이

5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1920년대에는 Guild

를 보고하였다.

6

에 의하여 내림프의 종적흐름가설(longitudinal flow theory)

내림프낭 또는 내림프관에 대한 수술적 처치 이외에, 기

가 발표되었고, 어류에서 체외에 노출되어 있는 내림프낭

니픽에서 내림프낭에 질산은을 처리한 화학적 소작술로

폐색 실험을 근거로 1926년에 경유양동 내림프낭 감압술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horseradish peroxidase의 전신감작

을 시행한 Georges Portmann 등의 연구는 1938년 Hallpike와

후 내림프낭에 국소투여하는 면역학적 방법8 및 기니픽 내

Yamakawa의 보고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내림프

림프낭에 herpes simplex virus (HSV) 감염을 일으켜 내림프

수종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1925년 함부르크대학의 Karl

수종을 일으키는 방법이 보고되었다.

7

Wittmaack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내이의 염증이나 독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내림프낭 및 관의 생리적 기능

성중독에 의하여 ‘수종성 변성(hydropische Degeneration)’

을 저하시켜 진행형 내림프수종을 일으키므로서 메니에르

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후에 Hallpike와

병의 병태생리에 입각한 ‘진행형 동물모델’을 만들기 위한

Yamakawa에 의한 비염증성 내림프수종 발표의 근거가 되었

활발한 시도가 있었으나, 병리학적 소견의 내림프수종 외

고, 그 기전으로 Hallpike는 내림프액의 흡수장애로, Yamakawa

에 실제 증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안정적

는 내림프액의 과다분비로 생각하였다.

2

1940년대에 들어와 메니에르병 연구를 위한 내림프수종

으로 유발되지 않거나 동물의 종에 따라 유발률 차이를 보
이는 점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동물모델을 만드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동물모델의 제작

한편 중간계에 내림프액의 직접적 미세주입에 의한 내

에 있어 비록 메니에르병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1) 기본

림프수종의 유발은, 비록 만성 동물모델과 달리 급성수종

적으로 병태생리 가설에 입각한 내림프계의 조작을 통하

의 모델이지만, 메니에르병의 주요 병태생리가설인 압력

여 내림프관 및 낭을 통한 정상 흐름 및 흡수의 장애를 유

설과 칼륨독성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을 하는 실험이 된

발하거나, (2) 병인으로 추정되는 알레르기, 면역반영, 혈액

다. 내림프액의 직접 주입으로 라이즈너막의 팽창은 확인

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수술 및 약물처치 등을 통하여 동물

되었으나, 주입 중 일시적으로 증가된 내림프강 내 압력은

모델 제작이 이루어진다.

주입 종료 직후 빨리 저하되어 평형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내, 외림프강의 유의한 압력차이는 발생하지 않아서 내림

1) 내림프액의 흐름 및 흡수장애 개념의 동물모델의 발전

프압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물리적 자극을 통한 동물모델의

이러한 개념의 동물모델은 1920년대 어류(Leiobatis pas-

형성은 이루이지지 못하였다.9,10 한편 중간계에 내림프액

tinacae)의 내림프낭 연구를 통하여, 동물에서 내림프낭이

의 주입 시 양을 증가시키면 수종의 관찰과 함께 외림프계

내이압조절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개념이 정립되

의 칼륨 농도 증가를 확인하여 이를 메니에르병의 병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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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설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11

따른 조직학적 변화 및 내림프액의 정량적 변화를 분석하
고 일시적인 전정기능저하를 확인한 결과가 발표되었고

2) 병인에 입각한 처치를 통한 내림프수종 동물 모델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병인에 입각한 내림프수종의 동물모델은 전신 또는 국

결

소면역, 약물, 염증 및 물리적 자극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론

이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수종의 발생빈도가 낮고, 염증
세포의 침윤이 심하게 발생되는 등 진정한 메니에르병의

메니에르병은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내이

동물모델로서 상대적으로 부적합한 측면이 있지만 메니에

생리 및 질환의 연구 역사와 함께해온 대표적인 질환이지

르병의 병인 및 병태생리가 불명확한 현시점에서 연구적

만, 병태의 역동성과 연구의 난이도로 인하여 병인 및 병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바, 내림프수종과 메니에르병

12

Yoo 등 은 기니픽에서 제2형 콜라겐의 전신감작을 통
한 항원항체 반응으로 46%에서 내림프수종의 발생을 보고

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최적의 동물모델을 만들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3

하였다. Harada 등 은 토끼혈관조를 기니픽에 전신투여하
여 36%에서 내림프수종을 유도하고, 내림프액 내에 면역

중심 단어: 메니에르병, 내림프수종, 실험적 동물 모델

글리블린 및 보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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