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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ear is composed of cochlea, vestibule, and endolymphatic sac which are 
enclosed by thin layer of epithelial cells. The enclosed space is filled with fluid 
named as endolymph where the [K＋] is high and [Na＋] is low. This unique ion 
composition is very important in maintaining normal hearing and balance function 
by providing K＋ ions into sensory hair cells, which finally depolarize hair cells 
to facilitate the transport of sound and acceleration stimulation to central nervous 
system. The ion composition of inner ear is maintained by various ion transport 
through ion channels, transporters, and exchangers in the inner ear sensory and 
extra-sensory epithelium. The disruption of normal endolymphatic ion composition 
by the deterioration of the function of those ion channels can cause dysfunction 
of sensory epithelium, which consequently results in hearing and balance diso-
rders. One of the possible pathology from the disruption of inner ear ion home-
ostasis is endolymphatic hydrops which is a phenomenon of excessive fluid 
accumulation of inner ear. The dysfunction of ion channels in inner ear epithelium 
can be an etiology of Ménièreʼs disease since endolymphatic hydrops is a main 
pathological finding of the disease. In this review, we discussed about the possible 
pathological mechanism of Ménièreʼs disease as a perspective of channelopathy 
as well as the role of various ion channels in the regulation of inner ear fluid 
volume based on the findings revealed by electrophysiolog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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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메니에르병은 내이의 내림프액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내

림프 공간이 팽창되는 현상인 내림프수종(endolymphatic 

hydrops)이 원인 병리현상으로 알려져 있다.1 내림프수종을 

유발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내림프 부피를 조절하

는 기전의 이상으로 인한 내림프의 과다 생성이나 흡수부

전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된다.2 메니에르병에 대한 기초

연구는 대부분 내림프수종의 발생, 진단 및 치료 등 광범위

한 분야에서 시행되었으나, 어떠한 연구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내림프수종의 발생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

는 이상 단백이나 유전자의 발현 등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분자생물학적 기법 외에 실제로 병인기전과 연관된 현상

을 관찰하는 기능적인 연구가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

지만, 아직 메니에르병의 명확한 동물모델이 없고, 메니에

르병 환자에서 실험을 위한 내이 시료를 취득하는 것에 한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790/rvs.2017.16.1.1&domain=pdf&date_stamp=2017-03-20


Res Vestib Sci  Vol. 16, No. 1, Mar. 2017

2

Figure 1. Anatomy of the inner ear and ion composition of 
endolymph. Endolymph which fills luminal space of membranous
labyrnith has high [K+] and low [Na+], whereas perilymph which
fills abluminal space of endolymph (perilymph) has high [Na+] 
and low [K+]. Endocochlear potential is higher than those in vesti-
bule and endolymphatic sac, which expedites absorption of cation
through mechanosensitive non-selective cation channel in the hair 
cells. ESP, endolymphatic sac potential; UP, utricular potential; 
ECP, endocochlear potential; UD, utricular duct; ED, endolymphatic
duct; SD, saccular duct; DR, ductus reuniens.3

계가 있어 기능적인 실험이 잘 시행되지 못하였다. 

내이의 기초 생리 및 내림프수종의 병인기전 연구에 활

용되는 대표적인 기능적 연구방법이 전기생리학이다. 내

이의 대부분은 내림프액과 외림프액이라는 액체로 구성되

어 있고, 여기에는 많은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한 

이온의 이동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이온농도의 변화가 내

림프의 부피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내이의 이온 변화를 

연구하는 전기생리학은 내림프수종의 기초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종설에서는 메니에르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온수송에 관한 기초 전기생리학적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그 병리기전을 유추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론

1. 내이의 해부학적 구조 및 내/외림프액의 이온조성

사람 내이는 측두골의 추체골 내부에 위치하며,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cochlea)과 평형기능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vestibule), 그리고 전정기관에서 내림프낭관(endolym-

phatic duct)을 통해 연결된 내림프낭(endolymphatic sacz) 으

로 구성된다(Figure 1). 추체골 내부의 이들 구조는 얇은 상

피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를 막성미로(membranous 

labyrinth)라고 하고, 막성미로를 둘러싸는 골부를 골성미로

(bony labyrinth)라고 한다. 막성미로의 내부는 높은 K＋ 농

도와 낮은 Na＋ 농도의 내림프액(endolymph)이 채우고 있

으며, 막성미로와 골성미로 사이에는 이와 반대로 높은 Na＋ 

농도와 낮은 K＋ 농도의 외림프액(perilymph)가 채우고 있

다(Figure 1).3 하지만, 내림프낭의 내림프는 예외적으로 높

은 Na＋ 농도와 낮은 K＋ 농도의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달

팽이관과 전정기관의 내림프에 비해 단백질의 함유량이 

높다(Figure 1).3 내림프액 및 외림프액의 특이한 조성의 이

온농도는 막성미로의 각종 상피세포에 위치한 이온채널에 

의해서 항상 일정하게 조절되며, 이를 내이의 이온항성성( 

inner ear homeostasis)이라 한다. 청각 및 가속도 자극은 달

팽이관과 전정기관 유모세포(hair cell)의 입체섬모(stereocilia)

에 위치한 물리적민감성비선택적양이온채널(mechano-sen-

sitive non-selective cation channel)을 통하여 K＋ 이온을 유

입시켜 청신경과 전정신경말단부의 탈분극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자극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데, 유모

세포 입체섬모의 이온채널은 모든 양이온을 비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내림프의 높은 K＋ 이온농도는 정상적인 

유모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4 만약, 내림프

의 Na＋이나 Ca＋ 등의 양이온 농도가 K＋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이들 이온이 입체섬모의 이온채널을 통해 더 많이 

흡수되어 유모세포 내에 축적되어 정상적인 탈분극을 유

도하지 못하고 세포의 손상을 초래한다. 즉, 다른 세포외액

과는 다른 내림프액의 특이 이온조성은 청력과 평형기능

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내이항상성이 파괴되는 

경우 유모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각종 청력기능과 평

형기능 이상이 발생한다. 내이항상성은 정상적인 유모세

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내이의 정상적

인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내이의 이온농도는 일정하

게 유지되어야 한다. 인체에서 물의 이동은 대개 이온의 

이동에 수반되며, 이는 내이에서도 동일하다. 물의 이동과 

연관된 주요 이온은 Na＋과 Cl–가 있으며, 해당 이온들이 

이온채널을 통해 이동하면, 물은 세포막에 위치한 아쿠아

포린(aquaporin)과 같은 수분이동채널이나 세포사이간극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비단 Na＋이나 Cl– 뿐만 

아니라 다른 이온들의 이동에 의해서도 내림프와 외림프

의 삼투압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수분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내이의 유모세포 이외에 막성 미로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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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ion channels, transporters, exchangers involved in Na+ transport in the inner ear

Ion channels, transporters, 
and exchangers

Distribution and location References

Na+ absorption
  Epithelial Na+ channel (ENaC) Apical surfaces of Reissner’s membrane, semicircular canal duct epithelium, 

saccular roof extra-sensory epithelium, and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9–12

  Amiloride-sensitive Na+ channel Apical surfaces of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7
  Stretch-activated ion channel Apical surface of Reissner’s membrane 14
  Na+/H+ exchanger Apical or basolateral surface of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13
  P2X receptor Apical surfaces of cochlear outer sulcus cell, vestibular ampullary transitional 

cell, and cochlear and utricular supporting cell
15–18

  Ca+ sensitive non-selective cation channel Apical surface of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8
  Na+-K+–2Cl– cotransporter Basolateral surfaces of strial margical cell and basal cell, vestibular dark 

cell, and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3, 18

Na+ secretion
  Na+/K+–ATPase Basolateral surfaces of Reissner’s membrane, semicircular canal duct 

epithelium, saccular roof extra-sensory epithelium, strial marginal cell, 
vestibular dark cell, and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3, 18

하는 비감각성 상피세포에도 다양한 종류의 이온채널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한 Na＋, Cl– 등의 이동은 내림프액의 부

피조절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내이의 정상적인 이

온수송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내림프액과 외림프액 간의 

이온농도차에 의한 삼투압 변화가 초래되고, 이는 수분의 

이동을 초래하여 내림프수종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내이의 

비감감성상피세포의 이온채널 혹은 이에 의해 동반되는 

수분이동경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메니에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고,5 대부분의 전기생리학적 연

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메니에르병과 연관된 전기생리학적적 연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능적 연구를 위한 메니에르

병 환자의 조직 채취가 어렵고, 메니에르병의 명확한 동물

모델이 없어 환자 조직이나 메니에르병 동물모델을 이용

한 직접적인 전기생리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때문에 동

물 정상 내이조직의 이온채널의 분포 및 그 기능을 규명하

고, 이와 내림프수종의 연관성을 가설로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부에서는 임상적 치료약제가 내이 이온채

널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치료기전을 제시하

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전기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내림프의 부피조절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온채널은 내이 비감각상피세포의 전

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기능은 일부 만이 

밝혀졌다. 내림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K＋은 달팽이관의 

혈관선조(stria vascularis)의 변연세포(marginal cell)와 전정

기관 팽대부와 난형낭의 암흑세포(dark cell) 첨부에 위치한 

KCNQ1/KCNE1을 통하여 내림프로 배출되며, 소리와 가속

도 자극 시 각각 유모세포의 입체섬모에 위치한 비선택적 

양이온채널로 흡수된다.6 내이에서 K＋의 배출 및 흡수, 그

리고 재활용은 소리 및 가속도 자극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자세한 기전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기술하

고 있어 여기서는 따로 기술하지는 않겠다.6 K＋의 이동도 

내림프 부피 조절에 관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K＋ 이온의 이동은 주로 소리와 가속도 자

극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난청을 일으키는 각종 K＋ 이온채널의 유전자 변이 동물모

델에서도 내림프수종이나 메니에르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

이지 않는다. K＋ 이온채널 외 내림프 부피조절에 주로 관

여할 것이라 생각되는 이온은 Na＋과 Cl–가 있으며, 본 종설

에서는 이들의 이동과 내림프부피조절 간의 연관성에 대

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내이의 Na＋ 이동과 내림프 부피 조절 간의 연관성

내림프에서 Na＋의 흡수에 관여하는 이온채널 중 그 기능이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는 아밀로라이드 민감성 Na＋ 

통로(amiloride-sensitive ion channel), 상피세포 Na＋ 통로

(epithelial Na＋ channel, ENaC), Na＋/H＋ 교환체(Na＋/H＋ ex-

changer, NHE), 신장활성양이온통로(stretch-activated 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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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on channels, transporters, and exchangers involved in Na+ transport in the inner ear extra-sensory epithelial cells. ES,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NSC, non-selective cation channel; NHE, Na+/H+ exchanger; ENaC, epithelial Na+ channel; RM, Reissner’s membrane;
SCC, semicircular canal duct epithelium; S, saccular roof extra-sensory epithelium; P2XR, P2X receptors; SC, supporting cell; OSC, 
outer sulcus cell; TC, transitional cell; NKCC, Na+–K+–2Cl– cotransporter; SMC, strial margnial cell; DC, dark cell.

퓨린수용체 중 P2X 계열의 이온통로 및 칼슘민감성 비선택

적양이온통로(Ca＋ sensitive non-selective cation channel) 등이 있

으며, 그 분포부위는 Table 1 및 Figure 2와 같다.7-17 이들 

이온채널은 모두 내림프의 Na＋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며, 

이 중 신장활성양이온채널과 P2X 수용체, 칼슘민감성 비

선택적양이온통로 등은 Na＋ 뿐만 아니라 다른 양이온도 

비선택적으로 흡수한다. 특히, 달팽이관에서는 ＋80–100 

mV로 유지되는 와우내전위(endocochlear potential)가 존재

하여, Na＋의 흡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18 흡수

된 Na＋은 상피세포 기저부의 Na＋/K＋–ATPase를 통하여 배출

되며, Na＋/K＋–ATPase로 흡수된 K＋은 기저부의 여러 종류

의 K＋ 이온 채널을 통하여 배출된다(Figure 2).18 Na＋/K＋–
ATPase는 혈관조의 기저세포와 암흑세포의 기저부에서 Na＋

을 배출하고 K＋을 흡수하여 해당세포의 첨부에서 K＋을 배

출하는 원동력으로도 작용을 한다(Figure 2).18 Na＋과 K＋ 

및 2Cl–를 같이 흡수하는 Na＋–K＋–2Cl– 공수송체(Na＋–K＋–
2Cl– cotransporter, NKCC)는 혈관조, 암흑세포, 반고리관상

피세포와 내림프낭에서는 그 기능이 발견되어, 해당 세포의 

기저부에서 Na＋의 흡수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며,18 이는 

세포첨부의 Na＋의 흡수보다는 혈관조와 암흑세포에서는 

세포첨부에서 K＋ 배출을 위하여 K＋을 기저막에서 세포 내

로 공급하고 반고리관상피세포와 내림프낭에서는 Cl– 이온

의 배출을 위하여 기저막에서 Cl–를 세포 내로 공급하는 역

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Figure 2). NKCC와 Na＋/K＋–
ATPase로 흡수된 K＋은 대개 세포 기저부의 K＋ 통로를 통

하여 다시 배출되어 세포 내, 외부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Figure 2).18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내림프에서 Na＋이온

이 적절히 흡수되어 외림프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내림프

에 Na＋이 축적되고, 이는 내림프 부피를 증가시키거나 유

모세포로 Na＋의 공급을 늘려 유모세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P2X 수용체의 경우 내이에서 분비되는 

ATP에 의해 자극이 되어 주로 유모세포의 주변의 외구세

포나 유모세포 주변의 전이세포에서 양이온 흡수를 촉진

하는데, 이들 현상은 주로 소음이나 가속도 자극 시 발생하

거나, 내이의 발생 기간동안 관찰이 되어, 내림프의 부피조

절 보다는 유모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내이의 보호기

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15,18 P2X 수용체는 난형낭

의 전이세포에서는 Ca2＋을 흡수하여 이석의 생성 및 유지

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라이스너막과 

구형낭 지붕의 비감각성상피, 그리고 반고리관상피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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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ion channels, transporters, exchangers involved in Cl– transport in the inner ear

Ion channels, transporters, 
and exchangers

Distribution and location References

Cl– secretion
  CLC–2, SLC26A7 Basolateral surface of Reissner’s membrane 22, 23
  CLC-K Basolateral surface of strial marginal cells 21
  c-AMP-dependent Cl– Channel Apical surface of semicircular duct epithelium 24, 26
  Non-c-AMP-dependent Cl– Channel 

  or anion exchanger
Apical or basolateral surface of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31

  TMEM16A Basolateral surface of cochlear supporting cell 16
  Na+–K+-2Cl– cotransporter Basolateral surfaces of strial margicnal cell, vestibular dark cell, and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18

Cl– absorption
  SLC26A4 Apical surfaces of spiral prominence epithelium, spiral root cell, vestibular dark 

cell, and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25

서 ENaC을 통한 Na＋의 흡수는 마우스실험에서 부신피질

호르몬(glucocorticoid)에 의해 촉진이 되는 것으로 규명되

어,9-11 메니에르병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사용 근거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가설 중 중요한 한 가지 가설이다. 내

림프낭은 K＋보다 Na＋ 농도가 높은 내림프액으로 채워져 있

어 Na＋의 이동이 달팽이관이나 전정기관 보다 더욱 활발

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내림프의 부피조절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제시되었다.18 내림프낭은 내이를 

구성하는 기관 중 유일하게 비감각성상피로만 구성되며, 

이전부터 내이 항상성과 내림프부피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었다.3 특히, 메니에르병 환자의 측두골 

표본을 이용한 병리연구에서 내림프낭의 일부 섬유화 및 

면역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내림프낭의 이상이 메니

에르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되었다.19 내림프낭 

상피세포는 크게 미토콘드리아가 다수 분포하는 세포(mi-

tochondria-rich cell, MRC)와 리보솜이 다수 분포하는 세포

(ribosome-rich cell, RRC)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Na＋의 

흡수는 MRC에서 주로 일어난다.18 내림프낭에서는 ＋10–15 mV

의 양전위의 내림프전위가 유지되어 양이온의 흡수를 촉진

시킬 것으로 생각된다.18 내림프낭에 이상이 생길 경우 내

림프수종이 유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전기생리학적 실험

으로 제시되었는데, 염증성 사이토가인 중 interleukin-1와 

interferon-는 배양된 사람 내림프낭 상피세포에서 ENaC과 

NHE를 통한 Na＋의 흡수를 저하시켜 면역반응에 의한 내

림프낭의 염증반응이 내림프수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고 제기되었다.12,13

2) Cl– 이온의 이동과 내림프 부피 조절 간의 연관성

내이에서 Cl– 이온에 관여하는 Cl– 채널 및 음이온 교환

체는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이 중 전기생리학적으로 

그 기능이 확인된 것은 CLC-K, CLC-2, SLC26A7, c-AMP의

존성 Cl– 통로(cAMP-dependent Cl– channel), TMEM16A 등의 

Cl– 채널과 SLC26A4와 같은 음이온 교환체가 있으며, 그 

분포 부위는 Table 2 및 Figure 3과 같다.16,20-24 달팽이관의 

라이스너막에서 CLC-2와 SCL26A7은 상피세포의 기저부

에 분포하여 Cl– 이온을 외림프로 배출하여 내림프의 부피

조절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어떠한 경로로 Cl– 
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지 밝혀지지 않았다(Figure 

3).21,22 CLC-K 채널은 혈관선조의 변연세포의 기저부에 분

포하며, 여기서 Cl– 이온의 이동은 변연세포에서 기저부의 

NKCC 와 짝을 이루어 내림프로 K＋ 이온을 배출하는 원동

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Figure 3).20 또한 

TMEM16A는 발생 시에 달팽이관의 지지세포의 기저부에

서 Cl– 이온을 배출하여 지지세포의 부피를 조절하고, 유모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나, 내림

프부피 조절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16

전정기관에서는 배양된 쥐의 반고리관 상피세포에서

c-AMP 의존성 Cl– 통로에 의해 Cl– 이온이 배출됨이 확인

되었으며, 이는 제2형 베타교감신경수용체(2-adrenergic 

receptor)자극이나 부신피질호르몬제 자극에 의해 촉진된

다.23,25 상기 결과는 메니에르병이나 돌발성 난청에서 치료

제로 사용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역할에 대한 약리학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메니에르병에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인 스트레스로 유발된 교감신경의 활성화 또한 내림프수

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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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on channels, transporters, and exchangers involved in Cl– transport in the inner ear extra-sensory epithelial cells. SCC, semicircular
canal duct epithelium; SC, supporting cell; RM, Reissner’s membrane; SMC, strial marginal cell; NKCC, Na+–K+–2Cl– cotransporter;
SP, spiral prominence, root cell; DC, dark cell; ES, endolymphatic sac epithelium; SCC, semicircular canal duct epithelium. a)It is 
uncertain if non-cAMP dependent Cl– channel is located on apical or basolateral surface (or both). It is possible that it can be an 
anion exchanger.

SLC26A4는 HCO3
–, I–, 포르메이트(formate) 등의 음이온을 

Cl–와 교환하여 수송하는 음이온교환체(anion exchanger)로 

내림프의 pH 조절에 관여하며, 해당 단백은 펜드린(pen-

drin)이라고 한다.24 펜드린은 달팽이관, 전정기관, 내림프

낭의 특정부위에 분포하며(Table 2, Figure 3), 펜드린의 기

능 이상이 있을 경우 내림프수종에 의한 전정도수관 확장

증이 발생하고 난청, 평형기능장애 등이 초래된다. 펜드린 

유전자 이상에 의한 선천성 난청은 상염색체열성으로 유

전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난청의 원인이

다.24,26 펜드린 유전자결핍 마우스모델에서 펜드린에 의한 

세포 내 HCO3
–와 내림프의 Cl–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림프가 산성화 되고, 이는 내림프낭 상피세포의 첨부에서 

H＋을 배출하는 H＋–ATPase의 기능을 저하시켜 내림프낭 내

림프의 H＋ 이온 농도가 저하된다.27 이러한 기전에 의한 내

림프낭 내부 양이온의 저하는 Na＋ 이온채널(epithelial Na 

channel, ENaC)을 통한 Na＋의 흡수에 대한 원동력을 떨어

뜨려 물의 흡수가 줄어들게 되어 내림프수종의 발생을 초

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27 실제로, 펜드린 유전자결핍 마

우스에서 발생 14일 이전에 내림프낭에만 선택적으로 펜드

린을 발현시켜 주면 내림프수종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 청

력과 평형기능이 유지됨이 확인되었다.28 하지만, 아직까지

도 펜드린 유전자의 기능부전이 Na＋의 이동에 영향을 미

쳐 내림프수종이 유발된다는 직접적인 실험적 근거는 없

으며, 이는 향후 전기생리학적 기능적 실험을 통해 규명되

어야 할 것이다. 

3) 기타 메니에르병과 연관된 이온채널 연구

최근 이온채널의 기능부전에 의한 메니에르병의 기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람의 내림프낭을 이용한 전기생리학적 

연구가 시행되었다. 사람의 내림프낭 상피세포 첨부에서

는 이온의 이동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상피세포관류전

류가 측정부위마다 다르게 관찰되었다.3 즉, 측정부위에 따

라 양이온 흡수/음이온 배출, 양이온 배출/음이온 흡수, 혹

은 이온이동에 의한 전류의 벡터가 0에 가까운 중립전류가 

각각 관찰이 되었다. 이는 내림프낭의 상피세포의 종류가 

다양하여 각 측정부위마다 상피세포의 구성이 달라 각각 

다른 전류가 관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동물에

서와 달리 사람의 내림프낭은 정확하게 두 가지 세포군으

로 구분하기 어렵고, 세포의 유형이 5가지로 분류된다.29 사

람 내림프낭 상피세포의 첨부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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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생시키는 이온채널은 명확하지 않지만, 전기생

리학적 실험에서 약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KCNN2, 

KCNJ14, KCNK2, KCNK6 등의 다양한 K＋ 채널과 비 cAMP 

의존성 Cl– 채널(non-cAMP dependent Cl– channel) 혹은 음

이온 교환체에 의한 첨부 혹은 기저부에서의 K+ 및 Cl–의 

이동이 세포의 첨부에서 다양한 이온의 이동에 영향을 주

어 상피세포 관류전류를 생성할 것으로 제시되었다.3,30 이

러한 K＋ 이온과 Cl– 이온의 이동에는 내림프낭 상피세포 

기저부의 Na＋/K＋–ATPase와 NKCC가 그 원동력을 제공한

다.3 또한 이들 이온채널들이 관여하는 전류는 제1형과 2형 

교감신경수용체(1- and 2- adrenergic receptor)를 통한 교

감신경 자극에 의해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메

니에르병 환자의 내림프낭에서는 교감신경자극에 의한 이

러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자극 시 내이, 특히 내림프낭이 

적절히 이에 반응하여 이온항상성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

고, 이러한 내림프 이온항상성 조절 반응의 이상이 메니에

르병의 병태생리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30 

실제로 최근 가족성 메니에르병에서 교감신경수용체의 신

호전달체계를 조절하는 단백질키나제 C (protein kinase C)

의 소단위인 PRKCB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상

기 전기생리학적 실험에서 제시된 병리기전의 근거를 뒷

받침한다.31

3. 전기생리학적 연구와 임상적 연관성 및 한계점

메니에르병의 원인으로 염증반응, 알러지, 유전성 요인, 

외상 등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1 이들 연구의 대부분

은 메니에르병 환자의 내이조직에서 정상군과 차이를 보

이는 내이의 미세 소견이나, 동물의 정상 내이조직에서 규

명된 내이생리반응에서 역으로 유추하여 얻어낸 결론들이

다. 하지만, 반대로 위의 원인반응을 동물에서 유발하였을 

때 내림프수종이나 메니에르병과 같은 증상 및 현상이 나

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앞서 제시된 내림프 부피조절

과 연관된 이온채널의 기능저하가 유발된 동물에서도 내

림프수종이나 메니에르병 유사 증상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아, 메니에르병의 원인 및 병태생리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내림프수종이 유발되는 동물모델은 기니아피그에서 

내림프낭을 결찰하거나 제거하였을 때이며, 최근에는 이

와 동반하여 바소프레신을 투여하여 내림프수종의 발생과 

메니에르병 유사증상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있다.32 하지만, 

해당 동물모델은 내림프수종이 유발되기는 하지만, 생리

적인 메니에르병의 동물모델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 이온

채널의 유전자 조작을 통한 내림프수종의 동물모델은 

SLC26A4, H＋-ATPase, FOXI1유전자 결핍마우스 등으로 이

들은 SLC26A4 (펜드린)의 기능과 연관된 유전자들을 결핍

시킨 마우스이다.24,33,34 이들 마우스는 태생 시부터 청력과 

평형기능이 저하되며, 실제 사람에서도 이들 유전자 변이

가 있는 경우 선천성 양측성 고도 난청과 일부에서 메니에

르병과 유사한 현훈발작이 나타난다.23,33-35 하지만, 이들 환

자는 모두 선천성 양측성 난청 소견을 보여 메니에르병 환

자와는 임상적으로 대부분 감별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전기생리학적 실험을 통해 메니

에르병과 이온채널의 연관성이 많이 제시되었으나, 명확

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메니에르병은 특정 한가지 이

온채널의 기능 이상에 의해 유발되기 보다는 이온채널의 

복합적인 기능 이상과 이들의 조절장애에 의해 발생할 가

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4. 미래의 메니에르병과 내림프수종의 기능적 연구 방향

이전과 달리 조직과 이온채널의 이상에 의한 세포의 정

상 및 병리적인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다양

하게 개발되었다. 이전부터 활용된 고전적인 전기생리학적 

기법인 패치클램프(patch clamp), 이온선택적전극(ion selective 

electrode), 진동성탐침자(vibrating probe) 등은 가장 기초적

이고 정확한 이온채널기능의 정보를 제공하며, 내이에 존

재하는 이온채널의 기능과 역할을 입증하는데 앞으로도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고식적 방법 이외에 앞으

로는 내이의 조직과 세포에서의 이온수송과 형태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상적 기법이 이온채널의 기

능연구에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도 이온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형광염료를 사용하여 이온채널 활

동에 의한 세포 내의 이온농도 변화를 모니터링 하지만, 

최근에는 현미경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조직과 세포

의 반응을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3D로 재구성하여 이온의 이동에 따른 내이의 부피변

화를 측정하고 계산할 수도 있어 이미 내림프수종의 연구

에 활용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영상학적 기법은 더욱 발달

하여 내이항상성과 부피조절에 관한 생리연구에 많이 활

용될 것이다. 

메니에르병 환자의 내이조직은 윤리적으로 채취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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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채취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아, 개개의 조직에서 

직접적인 전기생리학적 기능 실험보다는 조직과 혈액샘플 

등에서 대규모 단백과 유전자 스크리닝 등을 통해 이상 단

백 및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들 단백과 유전자의 역할은 동

물모델 등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게 된다. 

즉 메니에르병과 연관된 내이 특정이온채널이나 물질이 

스크리닝되면, 해당 이온채널 및 단백의 유전자를 조작하

여 동물모델을 제작하고, 실제 내림프수종과 어지럼, 난청 

등을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에

는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법 등을 활용하

여 이전보다 비용 및 시간효율적으로 동물모델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실제 이온채널의 기능부전과 메니에르병의 

병태생리와의 연관성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더욱 많은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내이 항상성의 정상 생리와 내림프수종의 

병태생리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전기생리학은 세

포 및 조직의 기능을 증명하는 기초적인 방법이며, 이온의 

수송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온항상성의 원리와 이온항상성

이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는 병리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는 필수적인 기법이다. 하지만, 전기생리학적 실험기법만

으로는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 힘들고, 최근 분자생물할적 

기법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내이의 생리

와 내이질환의 병태생리를 연구에는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기법과 전기생리학적 기법이 함께 활용되어야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메니에르병의 기본 병리현상인 내림프수종의 원인은 내

이상피세포의 이온채널의 기능 이상에 의한 것이라는 가

설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실제로 특정이온채널의 기능

부전 때문에 내림프수종이 유발될 수 있음이 실험적으로 

증명은 되었지만, 역으로 메니에르병을 일으키는 이온채

널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성공적인 메니에르병의 원

인 및 병태생리의 규명을 위해서는 각종 이상 단백 및 유전

자의 발현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적 근거가 전기생리학적 실험 및 각종 기능적 영상실

험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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