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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소아의 청력저하 중에 27%는 유전성 성향의 

구장애를 초래하며 다른 원인으로 주산기 합병증이 

6%, 선천성 기형이 7% 정도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

서 유아에서 생후 3개월 이내에 청력에 관한 선별검

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추적 관찰 및 치료와 관련

하여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다.  유전성 청력저하

를 갖는 환아의 25%는 전정기능의 이상이 동반된다. 

더군다나 소아에서 가장 흔한 염증성 이과 질환인 중

이염에 이환된 환아의 25%1)부터 71%2)까지 신체 평

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이들 보고

에서 서로간에 대상군의 수적인 차이와 각각 posturo-

graphy와 전기안진검사를 이용한 차이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회전의자검사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차이가 없

었다는 보고3)를 참고하면 정확한 분별이 이루어 졌다

고 보기는 어렵다. 발견되는 객관적 검사소견이 자발

안진이며 체위성 현훈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교적 

최근 발표된 45.5%4)가 신뢰가 간다. 물론 객관적인 

검사인 posturography, stabilometry 또는 주관적 조사로

써 설문지를 이용할 때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되며5, 6) 

재활치료나 환기관 삽입술로도 96%까지 증상이 호전

되는 것을 보면7, 8) 말초성 질환으로써의 어지럼증이 

그리 드문 질환이 아닌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선별검사로써 전정기능검사에 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9) 기능적인 면에서, 청력저

하와 함께 존재하는 전정기능저하는 소아의 정상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다. 즉 전정기능장애로 

인해 신체동작 시에 정확한 시야정보의 습득이 안되

어 2차적인 시력의 발달 저하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종국에는 locomotion장애로 연결되고 감각 수용기의 

정보를 종합하고 조율하는 중추신경계의 발육에도 장

애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구적인 장애로 이어진다.

소아에서의 전정기능평가법이 확립되지 않은 이유

는 아마도 검사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검사간 신뢰

도가 낮고 관련원인질환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증

상자체가 단기간에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는 예가 드

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

제는 부모와 의사들이 질환을 너무 간과하는 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고는 소아에서 발견되는 어지럼증의 

접근법과 소아에서 발견되는 어지럼증 질환들을 간략

히 설명함으로써 질환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문     진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아동들의 짧은 

주의집중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문진은 부모에게서 얻

어진다.  문진은 환아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전정기능검사의 필요성을 판별하는 기초적인 과정인 

동시에 검사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일

반적으로 유소아의 문진에는 Apgar 점수, 빌리루빈치, 

산모의 약제 사용력과 병력, 출산시 문제점이 포함된

다. 이런 기초적인 문진이나 성인에서 시행하는 문진

의 형식으로 중추성 질환을 감별해 내는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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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보행장애나 신체 동요로 인한 낙상의 기왕

력과 어지럼증 발생을 전후한 의식의 변화 여부, 안진

의 유무 등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학적 검사

성인에서 이학적 검사의 의미는 문진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즉시로 확인하는 작업이지만 소아에서의 자

발안진과 두부진탕검사, Head impulse test 들을 통해 

보다 자세한 검사를 시행할지 여부를 가름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4세 이하의 환아의 이학적 검사에서 모든 

정보는 놀이, 관찰, 반사적 행동에 의해 얻어지는 반면 

4세 이후에는 성인과 동일한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성인과 달리 혈액학적 검사, MRI, TBCT와 같

은 객관적인 검사를 초기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아에서의 전정기능검사

말초성 전정질환의 신뢰성 높은 평가방법에는 Har-

monic acceleration test10), Moving plateform posturo-

graphy5), Caniocopography3), Southern California post- 

rotatory nystagmus test와 Lateral labyrinthine righting 

reaction11), Miller assessment for preschooler6)등이 소개

되었다.

소아의 전정기능검사는 일반적인 표주화된 전정기

능검사와는 사뭇 다르다. 즉, 소아는 오랜 시간 동안 

암실에서 머물지를 못한다. 따라서 검사실에서 부모

가 반드시 아이를 잡거나 잘하도록 용기를 주는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때로는 10룩스 미만의 약한 붉은 등

으로 부모의 얼굴을 일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극이나 검출장비에 그림, 만

화, 게임 등을 섞어 아이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아이의 주의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검사를 분할하

여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아이들이 잘 

울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거나 전극의 이탈과 몸의 

움직임이 늘어 나므로 검사자의 주의와 기술이 요구

된다. 아울러 검사항목에 따라 전정자극은 연령에 맞

추어야 한다. 이를테면 어릴수록 시야자극은 느리고 

크게 주어야 하며 회전자극은 환아를 통째로 안고서 

시행해야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회전자극은 해석할 

때 더욱 주의를 요하게 한다. 더욱이 고속회전은 환아

에서 검사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선

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측정도구가 환

아의 신체 체형에 맞아야 하고 calibration이 새롭게 이

루어 져야 한다. 

유소아의 대표적 질환

청력감소가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으

로는 전정신경염, 소아 발작성 현훈(benign paroxysmal 

vertigo of childhood;BPVC), 발작성 사경(Benign paro-

xysmal torticollis=spasmodic torticollis), 전정진탕, Whi-

plash injury 등이 포함된다. 청력변화가 없고 의식의 

소실과 자세조절의 문제로 대별되는 어지럼증으로는 

소아 편두통성 현훈, 전정성 발작(vestibular seizure= 

vertiginous seizure)이 대표적 질환이다.
12)

1.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은 소아에서의 어지럼증의 가장 흔

한 원인이면서 환기관 삽입술로 쉽게 완해되는 가역

적 질환이다. 급성 또는 만성 중이염도 어지럼증의 원

인이 되며 역시 가역적인 질환이다. 추정 병리기전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중이강내의 음압이 난원창이나 정원창

을 통해 내이로 전달되어 림프액의 이차적인 흐름을 

만든다는 기전이다.
1, 3)

 둘째는 중이 저류액에 의한 염

증의 내이로의 파급이다.
3)
 셋째는 반투과성의 정원창

을 통해 이온교환이 이루어 지고 간접적인 향으로 

내림프액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운동섬모(kinocilia, 

sterocilia)의 이온채널을 변화시켜 어지럼증이 유발된

다는 것이다.

2. Benign paroxysmal vertigo of childhood (BPVC)

BPVC는 성인에서의 전정신경염에 해당하는 소아

질환이다. 환아의 연령이 적을수록 유병율이 줄어 들

지만 이런 경우 감별진단이 어려우며 추후에 편두통

을 동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또한 연축성 사경

(spasmodic torticollis)처럼 두부회전자극이 주어질 때 

일측으로 고개를 기울이는 현상이 BPVC보다는 약간 

길게 지속되는 질환에서 유아가 성장하면서 BPVC로 

발전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축

성 사경과 BPVC, 편두통은 연령에 따른 연관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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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14, 15)

 굳이 질환의 정의를 내리자면, 적

어도 3회 이상,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갑

작스런 회전성 어지럼증이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증

상, 청각의 변화없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있다. 

즉, 건강했던 소아에게 발작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

나 일어서 있지를 못하거나 식은 땀을 흘리게 되고 

창백과 두통, 구역을 동반하게 된다. 지속시간은 수초

에서 수분 이내로 짧게 나타났다가 완벽하게 회복된

다. 의식의 소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발작후 기면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이 될만한 질환의 기왕력이 발

견되지 않고 전형적인 두통이나 열, 감염의 증거도 없

다. 대개는 3-4세의 소아에서 발생되며 발생빈도가 점

차 증가하여 매달 1내지 2회 정도까지 발생하 다가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어 10세를 전후하여 소실되는 

특징이 있다. 증명된 원인은 없지만, 전정신경로 중에

서 전정기관과 뇌간 사이의 중추계에 해당하는 부위

에 일시적 허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냉온 교대 

검사에서 전정기능의 감소를 보이며 환아가 성장을 

하여도 오랜 기간 전정기능감소 소견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발작 시에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비정상적 

파형이 발견되는 경우는 추후에 발작성 질환(seizure 

disorders)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BPVC 

환아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두통유발검사나 전정 이

학적 검사, 양온 교대반응이나 회전의자 검사법과 전

기안진 검사와 뇌파검사를 시행하여 발작성 질환, 후

두개 종양, 급성 내이염, 메니에르씨 질환, 외림프누

공 등을 감별해야 한다.
14)
 두통유발검사는, 최근 10일

간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 이내에 어

지럼증이 없는 시기를 골라 nitroglycerin(0.01mg/kg 

sublingually) 또는 histamine(0.02mg/kg i.m), fenflura-

mine(1mg/kg per os) 등을 이용하여 금식상태에서 투

여하고 24시간 내에 유사두통의 유발을 관찰하는 방

법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diminhydrinate(drama-

mine)에 의해 호전될 수는 있으나 임상증상이 뚜렷하

고 뇌파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세

한 검사를 진행시킬 필요는 없으며 자연적 치유되는 

질환임을 부모에게 설명함으로써 안심시키는 것과 추

후 편두통으로 발전할 소지에 관해 주지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2. Temporal lobe seizure

발작적인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는 의식의 소실

이 특징이며 대개 가족력이 존재하거나 열성 경련의 

기왕력이 발견된다. 특징적으로 두통과 부분적인 운

동장애, 침흘리기와 몸의 꼬임 등이 보이며 구역은 있

거나 없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정자극 자체

가 발작을 가중시키는 전정성 발작(vertiginous sei-

zures)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측두엽에 외상에 의

한다. 대개는 항발작제에 반응을 잘하는 편이다.

3. Migraine syndrome

어지럼증이 심한 편두통의 전구증상으로써 나타나

는 경우이다. 대개는 심한 두통과 함께 광과민성이 나

타난다. 병리 현상이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통

상 어지럼증은 전정동맥의 혈관경련으로 설명하고 있

다. 이런 현상은 뇌저동맥(basilar artery) 또는 대뇌하

부동맥(posterior cerebral artery)의 혈관수축에 의해 2

차적-국소적으로 나타난다. 대개 어지럼증은 시야장

액, 억눌한 대화, 운동실조와 함께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혈증상으로 인한 평형반의 이석을 유리시

켜 체위성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16)

4. Post traumatic vertigo

두개골 골절이 없이도 외상 후 수일에서 수주 이내

에 발생한다. 두부외상으로 인해 전정대뇌피질에 손

상을 입힌 경우에 발생된다. 또한 전정진탕이나 외림

프누공을 일으키기도 한다. 내이진탕은 대개 내이수

종의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급성의 어지럼증이 

수일간에서 수주간 지속되며 체위성 현훈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 경부손상 시는 몸통과 함께 두부를 돌려가

며 검사할 때는 이상소견이 없지만 경부만 돌려 검사

할 때는 전기안진검사에서 안진이 관찰되기도 한다.

5. Enlarge vestibular aqueduct syndrome(EVA)

약 94%환자에서 양측성으로 발견되며 여성에서 두

배 가량 많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가족력이 있는 전정

도수관 확장증에서 chloride-iodide transporter로 작용하

는 막성단백을 조절하는 PDS 유전자 변이가 증명되

었고 이는 일부 유전성 질환임을 시사한다. 절반이상

의 환자에서 5세 이전에 청력감소로 인해 발견된다. 

청력감소는 약 70%환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

로 하향성향을 보이며 평균 57dB정도이다. 하지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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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정상인 경우도 약 6%에서 발견되므로 감별진단 

시에 주의를 요한다. 어지럼증은 전체 환자의 29%에

서 발견이 되며 회전성 어지럼증보다는 자세조절의 

문제로 나타나거나 방향변환성 체위성 현훈으로 나타

나고 약 15분에서 3시간가량 유지된다. 따라서 편두

통과 메니에르씨 질환과 감별해야 한다.

전정도수관의 크기는 2mm부터 약 6mm까지 다양

하며 측두골 단층촬 상에 2mm이상 되면 확진이 가

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살바법으로 어지럼증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소아에서 진행성의 양측 청력

저하를 보인다면 와우형성부전과 갑상선기능이상의 

유무를 판별함으로써 Pendred syndrome을 감별해야 

한다. Valvassori 등
17)
에 의하면 80% 환아에서 양온교

대반응에 상당한 기능감소를 보인다고 하 다. 반면 

Andrew 등
18)
은 소아에는 양온교대검사와 회전의자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며 늦게 발견된 전정도수

관 확장증에서는 저주파수 역에서 이득의 감소와 

시간상수(Tc)의 감소가 관찰된다고 하 다. 아마도 이

러한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된 압력자극이 비

가역적인 전정기관의 손상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파악

된다.
19, 20)

 이러한 전정기능검사에서 비정상적 소견의 

출현은 전정도수관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대

개 어지럼증은 두부의 외부자극이나 햇빛에 장시간의 

노출, 격렬한 운동에 의해 야기되며 이것은 갑작스런 

뇌압의 상승이 전정도수관을 통해 내이임파액의 이동

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두위를 바꾸었을 때

도 뇌척수액의 압력이 전정도수관을 통해 내림프낭으

로 전달되어 측 반고리관에서 반팽대부향성 림프흐름

(ampulofugal flow)을 일으켜 반지향성 안진의 원인이 

된다. 환자에서는 단층촬 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두

부외상으로 인한 청력감소와 돌발적인 어지럼증을 피

할 수 있으므로 환자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21)
 단 과

거 시행하 던 “occlusion surgery of endolymphatic 

duct”와 “endolymphatic sac surgery”, “endolymphatic to 

subarachnoid shunt procedures”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19)

6. Perilymph fistula

내이기관의 외림프액이 중이강 내로 누출되는 질

환으로 막성미로의 손상으로 외림프액과 내림프액이 

혼합되는 경우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 누공이 있

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 50%에서

만 어지럼증 경험이 있고 약 10%만이 안진이 관찰된

다. 이는 아마도 측두골 단층촬 이나 수술 중에 발견

되는 누공이 있더라도 누공부위의 뼈가 완전히 흡수

되고 기질병변과 골막이 직접 맞닿거나, 기질병변제

거 시에 외림프강(perilymphatic space)이 열림으로써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소아일수록 증상이 뚜렷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대개는 청력의 손실과 

어지럼증을 동반하지만 양자 중에 하나만 나타나기도 

한다. 청력의 변화는 변동성이며 외상 이후에나 갑작

스런 복압-뇌압증가 이후에 자발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중이강 내로 전달된 압력이 이소골

을 통해 전달되거나 정원창을 통해 갑작스럽게 전달

될 때 발생된다(implosive mechanism). 또한 뇌압의 상

승이 IAC나 와우도수관(Cochlear aqueduct)을 통해 전

달될 때 발생되기도 한다(explosive mechanism). 와우

도수관은 뇌척수액과 외림프액의 교통로로써 소아에

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전통적으로 이학적 누공검사에서 약 

20%의 예민도를 보이며, 측두골 단층촬 에서 

75-80%로 상대적으로 높다.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을 

통해 발견되는 예는 약 10-3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 누공부위는 측 반고리관에서 75%로 가장 흔

하며 여러 반고리고관에 걸쳐 발생이 되거나 와우에

서도 발견이 된다.

7. Meningitis

뇌막염 이후에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청력은 정상이거나 감소할 수 있다. 전정신경주위의 

뇌막의 반흔구축으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전정 혹은 

전정신경에 염증 후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한다.

8.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체위성 현훈은 50세 이후의 성인에서 유리이석에 

의해 유발되며 두부 회전 감지기관인 반고리관이 중

력이나 직선운동에 이상반응을 보이는 기능항진형의 

질환이다. 10대 이하의 소아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고 

가족성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편두통성 증후군의 

일환으로 생각되어 왔다.
16),22)

 또한 최근에는 voltage- 

gated calcium channel의 아류인 (1A transmembran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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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이가 관찰됨으로써 소아에서의 가족성 체위

성 현훈의 증거가 밝혀지기도 하 다.
23)
 아울러 10대 

이후에 생기는 체위성 현훈은 외상이나 바이러스 감

염 등과 같은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

이 된다. 이와 같이 소아에서 체위성 현훈이 적은 이

유는 이석이 평형반에 보다 단단히 부착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9. Vestibular neuritis

소아에서 전정신경염과 BPVC를 감별하는 것이 매

우 어렵다. 하지만 전정신경염은 대개 10세 이후에 발

생이 되며 전신질환 이후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증

상은 갑작스럽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PVC는 반복성이지만 이는 반

복되지 예가 매우 드물다. 양자는 모두 정상 청력을 

보인다.

10. Meniere's disease

소아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Me-

yerhoff 등
24)
의 보고에 의하면 성인 메니에르씨 질환

자의 약 3%는 소아 때부터 증상이 시작된다고 하

다. 진단기준은 성인과 동일하지만 주로 수년간 추적

관찰 이후에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10세 후

반 20대 초반까지 진단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25)
 증상

과 검사소견은 성인과 동일하며 편두통과 상당히 유

사한 증상을 보이고 문진만으로 양자의 감별이 쉽지 

않다. 따라서 dehydration test
26, 27)
나 치료반응 여부에 

따라 질환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성인과 비교하

여 방사선상에 전정기관의 해부학적 이상이 종종 발

견되며 “Mondini like deformities”로 간주되기도 한다. 

치료는 소아는 약제의 순응도가 떨어지고 자연회복 

되는 경과를 밟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이 어지럼증의 

조절보다는 청력보존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이

런 측면에서 고식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아에서 

“endolymphatic sac surgery”가 치료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28)

11. Functional dizziness

이런 질환은 대개 학동기에 발생이 많다. 이는 우

울증이나 적응장애(adjustment reaction of adolescence), 

불안, 행동장애, 과호흡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검사상

에서는 청력과 전정기능, 뇌파검사와 이학적 검사 모

두가 정상 소견을 보인다.

12. 인공와우 이식후 전정기능의 변화

혹자는 CI 후에 12%
29)
에서 50%

30)
의 전정기능에 손

상을 주장하지만, 수술전 전정기능이 정상이었다면 

초기 전정기능 검사에서 약 20% 환아에서 측 반고리

관의 기능이상을 볼 수 있을 뿐, 이는 수주 후에 정상

화되며, 이석기능에는 장기간 관찰에서도 이상이 없

는 것을 알 수 있다.
31)
 Rossi 등

13)
은 오히려 전기자극

에 의해 전정기능이 32%에서 증진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맺음말

소아에서의 어지럼증은 간과되기 쉽지만 동반된 

합병증으로 인해 또는 다른 질환으로 발전함으로써 

구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미리 알기 어려운 환경에서 담당의사로

서의 역할은 주의깊은 관찰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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