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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미로절제술로 치료한 전정신경초종에 의한 재발성 어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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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bular schwannoma (VS) can have various symptoms and almost half of the
patients have balance problems. Some patients with VS can suffer from recurrent
vertigo mimicking Meniere’s disease. We present the case of a 61-year-old male
patient who was suffering from recurrent vertigo due to VS while symptoms
improved by chemical labyrinthectomy with gentamicin. We consider that
chemical labyrinthectomy can be an option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recurrent vertigo for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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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접근법에 의한 종양 절제술 후 어지럼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술 전 겐타마이신 고실 내 주사를 시행하고 전정재활치

소뇌교각부에서 발생하는 전정신경초종은 청력감소와

료를 병행하여 수술 후 좋은 결과가 보고되었다[6]. 하지만

평형장애가 가장 흔한 증상이나 동반 증상이 다양해서 진

수술과 상관없이 어지럼의 일차 치료로 전정신경초종 환

단이 지연되거나 메니에르병, 미로염등으로 오인되기도

자에서 화학적 미로절제술을 사용한 보고는 아직 없으며,

한다[1-3]. 회전성 어지럼은 전정신경초종의 10% 정도에서

최근 저자들은 메니에르병 양상을 가진 청신경종양환자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작은 종양에서 흔하다

서 고실 내 화학적 미로절제술을 통해 증상의 호전을 보인

[4,5].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전정신경초종에서 고실 내 화학적 미로절제술은 경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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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ure tone audiogram shows 67 dB sensorineural hearing loss on right side. (B) Bithermal caloric test shows 31% canal
paresis on right side.

증

례

61세 남자환자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반복되는 어지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2년
전부터 타 병원에서 메니에르병 진단하에 이뇨제, betahistine
등의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증상은 조절되지 않았다.
어지럼은 주로 회전성이었으며 지속시간은 1시간 이상 지
속되었다. 우측에 청력감소와 함께 이명이 간헐적으로 있
었다.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었으며 Frenzel 안
경하에서 자발안진 및 주시안진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두
진 후 안진검사상 좌측으로 향하는 안진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두위변환안진검사(positioning test)에서 체위성 안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롬버그 검사를 비롯한 소뇌기능검사도
정상이었다.
내원 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7 dB, 좌측 29 dB
이었으며 어음명료도는 우측 40%, 좌측 88%였다(Fig. 1A).

Fig. 2. T1-weighted, Gd-enhanced axial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a well-defined and enhanced mass (white arrow) confined
to the right internal auditory canal. A, anterior; P, posterior.

전정기능검사상 냉온교대 온도안진검사에서는 우측 반고
리관 마비가 31%였고 전정유발근전위 검사에서는 양측에

타마이신을 이용한 우측 고실 내 화학적 미로절제술을 시

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Fig. 1B). 타병원에서 투여한 메니에

도하였다. 화학적 미로절제술 후 일주일째 내원한 외래에

르병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감별진단을 위해 본원에서

서 좌측으로 향하는 자발안진이 관찰되었으나 1달 후에는

측두골 자기공명영상 시행하였으며, 우측 내이도에 국한

관찰되지 않았다. 시술 후 2개월째 온도안진검사에서 우측

된 전정신경초종이 관찰되었다(Fig. 2).

반고리관 마비는 61%로 증가하였으며(Fig. 3A), 환자는 1

환자는 내이도에 국한된 전정신경초종으로 수술적 치료
보다는 경과관찰하며 전정억제제등으로 어지럼증을 조절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어지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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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어지럼의 재발 없이 종양의 크기 또한 자라지 않고
있어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Fig. 3B).

이승재 외 3인. 메니에르병 양상의 전정신경초종

Fig. 3. (A) Bithermal caloric test shows 61% canal paresis on right side 2 months after chemical labyrinthectomy. (B) T1-weighted,
Gd-enhanced axial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no tumor growth during 1 year follow-up. A, anterior; P, posterior.

고

찰

방전으로 반복적인 어지럼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항경련
제로 치료하였다. 하지만 이 환자의 보고에서와 같이 3년

전정신경초종에서 어지럼의 증상은 대게 경미한데, 이
는 전정기능저하의 저하가 천천히 일어나 중추전정보상이

간 항경련제를 장기간 복용하기에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에
게는 애로사항이 있다.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다. 어지럼의 양상은 주로 균형장애

메니에르병에서 겐타마이신을 이용한 화학적 미로절제

또는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가장 흔한데, 주로 종양의 크기

술은 난치성 어지럼환자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

가 큰 경우 약 반 수의 환자에서 나타난다[6]. 회전성 어지

로 전정감각상피의 유모세포를 파괴하여 내림프수종의 반

럼은 흔하지 않으나 약 10% 환자에서 발생하며 주로 작은

응에 대한 어지럼을 없애고 내림프를 생성하는 어둠세포

종양에서 나타난다[4,5]. 회전성 어지럼은 종양의 발생초기

의 기능을 변화시켜 수종을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

에 전정신경이 눌리거나 허혈성 손상을 받아 발생한다. 전

다[8,9]. 하지만 청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이 좋지

정신경초종의 약 14%에서 메니에르병과 유사하게 증상이

않은 환자에서 주로 시행한다.

발현 된다[1].

Magnusson 등[10]은 전정신경초종에서 겐타마이신을 이

드물게는 전정신경초종 환자에서 회전성 어지럼이 지속

용한 화학적 미로절제술을 통해 수술 후 어지럼을 줄일 수

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환자에서 경미로 접근법에 의해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술 전 전정기능검사를 통해 전정기

종양을 절제하고 전정신경을 완전 절단함으로써 어지럼의

능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시행하며, 3–4차례 화학적 미로

증상을 경감할 수 있다[4]. 상, 하 전정신경과 종양의 완전

절제술과 함께 6–8주 정도 전정재활치료를 수술 전에 병행

절제는 전정신경핵 내로 들어오는 신호의 안정화를 가져

한 뒤 경미로 접근법에 의한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본

와 적절한 보상을 촉진한다. 본 증례의 경우는 비교적 나이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재

가 많고 수술적 치료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하여 다른

발되는 어지럼에도 불구하고 전정기능이 비교적 양호하여

방법을 고민하였다.

화학적 미로절제술을 통해 재발되는 어지럼을 치료할 수

Choi 등[7]은 메니에르병과 유사하게 보이는 반복되는

있었다.

어지럼을 보이는 전정신경초종환자에서 oxycarbazepine을

따라서 메니에르병과 유사하게 반복적 어지럼을 보이는

투여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종양의 압박으로 부분

전정신경초종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화학적

적으로 탈수초화된 전정신경으로부터 나오는 비정상 신경

미로절제술도 환자의 증상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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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적 미로절제술은 외래술기로 간
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수 차례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청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 환자에서
와 같이 청력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고려해야 한다.
중심 단어: 청신경종양, 메니에르병, 겐타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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