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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yrinthitis causes damage to inner ear structure, and in turn hearing loss and 
vertigo. Labyrinthitis is classified as otogenic labyrinthitis and meningogenic 
labyrinthitis. Otogenic labyrinthitis can be diagnosed early through otoscopic 
examination. However, when there are no characteristic neurologic symptoms in 
patients with meningogenic labyrinthitis, clinicians can overlook the underlying 
meningitis and this may lead to the peripheral vertigo. We encountered an unusual 
case of meningogenic labyrinthitis that is misdiagnosed as peripheral dizz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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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로염(labyrinthitis)은 난청, 회전성 어지럼증 등의 증상

을 유발하는 질환이다[1]. 항생제의 발달에 의해 미로염의 

빈도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비가역적인 청력 손상을 남길 

수 있기에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감별

해야 하는 질환이다[1-4].
미로염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장액성(serous) 미로염과 화농성(suppurative) 미로

염으로 나뉘며 장액성 미로염은 세균의 침입은 없으나 세

균 독성 물질 혹은 면역 매개물질에 의해 생기는데 반해 

화농성 미로염은 세균의 직접 침범에 의해 발생한다. 미로

염을 감염 기원 병소에 따라 구분하면 측두골에서 기원한 

미로염(otogenic labyrinthitis)과 뇌막에서 기원한 미로염

(meningogenic labyrinthitis), 바이러스성 미로염으로 나뉜다

[1,3,5]. 
저자들은 어지럼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청력 감소

가 동반되어, 어지럼증을 동반한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하

였으나, 입원 3일 후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시행한 뇌 자기

공명영상에서 뇌수막염으로 인한 화농성 미로염으로 진단 

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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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deo head impulse test 
shows decreased gain and catch up
saccade on the left side.

Fig. 1. Pure tone audiometry shows left side profound sensorineural
hearing loss.

증    례

79세 남자 환자가 3일간의 좌측 난청과 1일 간의 어지럼,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고혈압과 당뇨가 있

었으며, 문진에서 좌측 난청, 이명, 이충만감, 이통을 호소

하였다. 그리고 2시간 가량 지속되며 오심, 구토를 유발하

는 회전성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 내원 당시 정상 체온이

었으며, 활력 징후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다. 혈액학적 검사

에서 백혈구는 12,000/L이었고, C-reactive protein (CRP)는 

9.5 mg/dL이었다.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었고, 
Weber 검사에서 우측으로 편위되었다. 순음 청력 검사에서 

좌측 무반응으로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이 보였고, 우측은 

기도 골도 각각 31 dB로 경도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

었다(Fig. 1).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우측을 주시할 때 안진

이 커지며, 알렉산더 법칙을 따르는 우측 수평 방향의 자발 

안진이 관찰되었다. 냉온 교대 자극 검사에서 양측 전정기

능 저하가 있었고,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video head 
impulse test)에서 좌측으로 교정 단속 운동 및 이득(gain)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고령,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 인자가 있어서 중추성 어지럼증을 감별하기 위해 뇌 

확산 강조 영상을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
돌발성 난청에 병발한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판단하여 

입원 후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1일 간격으로 2회 시

행하면서 항현훈제를 투여하였다. 2회째 고실내 스테로이

드 주입술 시행하려 할 때 고막 내에 백색 삼출물이 있어서 

균동정을 시행하였고,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중단

하였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난청 및 어지럼증이 호전을 보

이지 않았고, 입원 4일 째 돌발 행동을 하고 의식이 저하되

는 증상을 보여서 뇌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다. 영상학

적 검사에서 양측 대뇌에서부터 소뇌에 이르는 뇌막에 고

강도의 신호가 있었고, 양측 뇌실의 크기가 증가되어 있었

으며, 측뇌실에 부유물이 있었고, 기저핵에 다발성 조영 증

강 신호가 관찰되었다(Fig. 3).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

는 입원 당시 보다 6,200/L으로 감소되었으나, CRP는 21 
mg/dL로 증가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시행한 뇌척수액 검

사에서 백혈구는 92,000개, 단백질은 437 mg/dL로 증가되

어 있었고, 포도당은 7 mg/dL로 감소되어 있었다. 뇌척수액 

배양 검사에서 Klebsiella pneumonia가 동정되었고, 혈액 배

양 검사와 객담 배양 검사, 고실 천자 검사에서도 Klebsiella 
pneumonia가 동정되었다. 환자는 세균성 뇌막염으로 진단 

되었고, 신경과로 전과되어 중환자실 입실하여 기관 삽관

술 시행한 뒤 정맥 항생제(ceftriaxone, vancomycin, metroni-
dazole) 치료를 시작하였다. 뇌압 상승 소견이 보이며, 뇌실 

내 농양 소견 보여 입원 5일 째 체외 뇌실 배액술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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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xi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iffusion weighted image
on admission day 4 shows diffuse
leptomeningeal enhancement (A) 
and increased size of ventricular 
system (B).

였다.
정맥 항생제 사용한지 25일 경과한 뒤 시행한 뇌 전산단

층촬영에서 뇌수종 소견 보이지 않아서 뇌실 배액관을 제

거 하였으나,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 농양의 크기는 줄어

들지 않아서 정맥 항생제를 avelox (moxifloxacin) 및 colistin 
(polymixin E)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입원 2개월 경과 

한 뒤 전신 부종 심해지며, 전해질 수치 이상 소견 보였으

나, 보호자가 원치 않아 투석은 시행하지 않았고, 소변양 

감소 및 혈압 떨어지는 상태로 입원 83일 후에 사망하였다.

고    찰

측두골에서 기원한 화농성 미로염은 중이의 화농성 병

변이 내이까지 파급되어 발생하며, 화농성 병변이 내이의 

구조를 파괴시켜서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과 감각 신경성 

난청을 일으킨다[1].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이 세반고리관

의 골미란을 일으켜서 누공을 형성하여 내이로 염증이 파

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화농

성 미로염을 방치할 경우 세균성 뇌막염으로 발전하기 쉬

우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5]. 
또한 화농성 미로염은 세균성 뇌막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균의 감염 경로는 달팽이수도관(cochlear 
aqueduct)과 내이도(intetnal acoustic canal)를 통해 뇌막에서 

내이로 염증이 전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리고 

화농성 미로염은 뇌막염의 흔한 합병증인 청력 감소를 일

으키게 된다[2,7]. 뇌막에서 기원한 미로염이 측두골에서 

기원한 미로염에 비해 빈도가 높으며, 원인 균으로는 폐렴

구균(pneumococcus)이 가장 흔하다[8,9].

Merchant와 Gopen [4]은 급성 세균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41예 중에 20예(49%)에서 화농성 미로염이 발견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미로염이 발생하여 어지럼증 및 

난청이 생긴 경우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신체 검진에서 고

막 이상 소견이 비교적 초기에 발견 되어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증례에서처럼 뇌막염으로 인해 미

로염이 발생하고 뇌막염의 증상은 초기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세균성 뇌막염의 증상은 경부 경직, 고열, 의식 저하 등

이 있으나, 위 세가지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는 세균성 뇌

막염 환자의 50%가 넘지 않는다[9,10]. 또한 본 증례처럼 

초기에 두통, 고열, 의식저하 없이 현훈과 난청이 주소인 

환자의 초진 시에 미로염의 증상에만 집중하여 뇌막염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세균성 뇌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요추 천자 검

사가 있다. 요추천자검사에서 개구 압력(opening pressure)
이 증가되어 있으며, 뇌척수액 내에 백혈구 수가 증가되어 

있고, 단백질은 증가하며, 포도당은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다[10]. 뇌수막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

대한 빨리 혈액 배양검사와 뇌척수액 배양 검사에서 동정

된 균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신속한 

항생제 투여를 통하여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11].
본 증례에서는 환자가 회전성 난청과 어지럼증을 주소

로 내원하였고, 고막에 특이 소견 없었으며, 두부충동검사

에서 좌측 교정 단속 운동이 보였고, 활력 징후가 정상범위

였고,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기

에 말초성 어지럼증 및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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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정맥 항생제 투여 이전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와 CRP 수치가 증가한 것, 내원 후 3일이 지나도 어

지럼증이 지속되었던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초기에 비디오 

안진 검사와 영상학적 검사를 믿고 중추성 질환을 의심하

지 않았던 것이 환자의 진단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냉온 교대 반응 검사에서 양측의 전정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되는 것은 노화성 변화로 인한 고막의 비후로 

충분한 온도 자극이 가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

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

행하지는 못하였다. 어지럼 및 청력 장애는 이비인후과 영

역에서 비교적 많이 접하게 되고 말초성 질환으로 진단되

는 경우가 많지만, 본 증례와 같이 감염으로 인한 중추성 

질환에서 발생한 세균성 미로염의 경우 세균성 뇌수막염

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고령의 당뇨 환자에서는 안진과 영상학적, 혈액

학적 검사에서 말초성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더

라도, 기저에 중추성 뇌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

한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미로염, 말초성 어지럼증, 뇌수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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