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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bular migraine and Menière’s disease have similar clinical features which
are recurrent dizziness or auditory symptoms, so it is challengeable to establish
the correct diagnosis. Herein, a 31-year-old male and a 56-year-old female showed
recurrent dizziness with auditory symptoms and suffered from vestibular migraine.
They met the diagnostic criteria for vestibular migraine, but the Menière’s diagnostic criteria were not satisfied as there was no hearing loss. Delayed intravenous
gadolinium 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inner ear was taken to
find out of correlation of the inner ear and revealed endolymphatic hydrops. This
case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pathophysiology of a vestibular
migraine associated Menière’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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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회(Barany Society’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Vestibular
Disorders) [3]와 2018년 2월 국제두통질환분류 제3판(The

전정편두통(Vestibular migraine)은 반복되는 현훈을 유

3rd editi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

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1], 일반 인

orders, ICHD-3)을 통해 명확한 진단기준이 제시되었다[4].

구 집단에서 평생 유병률은 1% 정도이고 1년 유병률은

전정편두통은 적어도 5회 이상의 반복적인, 5분에서 72시

0.9%에 달하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흔한 질환이다[2].

간까지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의 전정 증상이 존재하며,

과거에는 편두통과 전정 증상의 관계를 표현하는 적절한

ICHD-3 진단기준에 합당한 무조짐편두통 또는 조짐편두

진단기준이 없이 두통과 현훈 사이의 연관성을 기술하는

통의 현 병력 또는 과거력이 있고, 전정 증상의 최소 50%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바라니

이상에서 세 가지 편두통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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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진단할 수 있다. 많은 전정편두통 환자에서 재발

도 특이소견은 없었다.

성 현훈과 두통뿐만 아니라 이명, 청력 저하 및 이충만감

내원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흉부방사선

과 같은 이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

검사,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지럼

나 메니에르병(Menière’s disease)과의 감별이 필수적이며

발작 당시 시행한 신경학적 진찰에서 의식은 청명하였으

[1], 이들 질환에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의 유사성은 전정

며 안진은 관찰되지 않았고 안구운동장애도 보이지 않았

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이 일부에서 공통적인 병태생리학

다. 양쪽 고막은 정상이었고 청력검사를 포함한 다른 뇌

적 기전을 갖는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5]. 메니에르병의

신경검사와 근력검사, 감각검사, 심부건반사, 병적반사검

병리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내림프수종(endolymphatic hy-

사(pathologic reflex), 소뇌기능검사도 모두 정상이었다.

drops) [6]은 조영제를 사용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어지럼의 발작간 시기(interictal period)에 시행한 비디오

imaging, MRI) 기술을 통하여 영상학적 평가가 가능한데,

안구운동검사(video-oculography)에서 안진은 관찰되지 않

희석된 가돌리늄 조영제(gadoterate meglumine, Gd-DOPTA)

았고 비디오 두부충동검사(video head impulse test)에서도

를 환자의 정맥 내로 투여하고 4시간 후 지연 영상을 촬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냉온교대온도안진검사(bithermal ca-

영하면 외림프액 공간은 조영제의 분포로 인해 선택적으

loric test)에서 우측에서 20%, 좌측에서 13%로 반고리관마

로 고신호강도를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영증강이 되

비(canal paresis) 소견은 없었다. 외안근전정유발근 전위

지 않는 내림프액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어 내림프수종의

(ocular vestibular-evoked myogenic potential, oVEMP)와 경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7].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 결과

전정유발근위검사(cervical vestibular-evoked myogenic potential,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나 이과 증상이

cVEMP)도 정상이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주파와 중주

있는 전정편두통 환자에서도 내림프수종이 확인되고 있

파수 대역에서 기도 청력 역치와 골도 청력 역치는 양측

고[5,8], 저자들 또한 가돌리늄 조영증강 지연 내이 MRI

에서 7 dB과 5 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지 않아

(delayed intravenous gadolinium enhanced MRI of the inner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일반혈액검사,

ear)에서 내림프수종을 보인 두 명의 전정편두통 증례를

혈액응고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은 없었다.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이후 내림프수종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돌리늄
조영증강 후 내이 MRI를 촬영하였고 나카시마가 제안한

증

례

방법에 따라 내림프수종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달팽
이관과 전정기관에 대하여 내림프수종을 각각 없음

1. 환자 1

(none), 경도(mild), 중증도(severe)로 분류하였는데, 영상에
서 달팽이관의 축이 가장 큰 절편을 선택하였고, 이를 시

31세 남자가 내원 당일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과 두통

각화하여 0은 없음(none, Reissner’s의 막의 변위 없음), 1은

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4년 전부터 두통

경도(mild, Reissner’s 막의 변위 및 달팽이관 면적이 안뜰

을 동반한 어지럼이 거의 매일 있었고 어지럼은 비회전성

계단[scala vestibule] 영역까지일 때), 2는 중증도(severe, 달

양상으로 증상 발생 시 양측의 이명을 동반하였으며 약

팽이관 면적이 안뜰계단의 영역보다 큰 경우)로 분류하였

6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이외 청력 저하나 이충만감과 같

다. 양측의 전정에서는 모두 중증도(grade 2)를 보였고 우

은 다른 청력 증상은 없었다. 환자는 수년 전부터 약물치

측의 달팽이관에서는 중증도(grade 2)를 보였으며 좌측의

료로 조절이 잘되고 있는 경도의 무조짐편두통이 있었으

달팽이관에서는 경도(grade 1)의 내림프수종이 관찰되었

나 최근 1년 사이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악화

다(Fig. 1). 환자는 전정편두통에 대한 예방 치료로 프로프

되었다. 두통의 양상은 양측 전두부의 박동성 통증으로

라놀롤(propranolol)과 플루나리진(flunarizine)의 투약을 시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였고 이러한 증상이 수 시간에서 2

작하였고 외래 추시 중이다.

일까지 지속되어 전정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고혈
압, 당뇨병,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없었으며 측두

2. 환자 2

골 골절, 뇌막염, 이독성 약제의 복용, 자가면역질환 등과
같은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의 병력도 없었다. 가족력에서

56세 여자가 2년 전부터 지속된 두통과 어지럼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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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ase of 31-year-old male
patient. Axial delayed intravenous
gadolinium-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inner ear
HYDROPS-Mi showed (A) rightsided cochlear hydrops (arrows),
enlarged endolymphatic space (endolymphatic hydrops [EH]), grade
2 (severe EH), and (C) vestibule hydrops (arrow) grade 2 (severe EH).
(B) left-sided cochlear hydrops
(arrows), enlarged endolymphatic
space (EH), grade 1 (mild EH) and
(D) vestibule hydrops (arrow) grade
2 (severe EH).

소로 외래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 중등도의 무조짐편

에 비해 지연되었으며(우측: 12.5, 17.5 ms vs. 좌측: 11.0,

두통이 있었고 약물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두통의

17.6 ms), 각 파형의 진폭(amplitude)은 우측이 상대적으로

양상은 심도의 박동성 두통이 편측으로 있었고 고음의 소

낮았고(우측: 1.49 μV vs. 좌측: 2.31 μV) cVEMP는 양측에

음을 들을 때 악화되는 소리공포증이 있었으며 일상생활

서 정상이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주파와 중주파수 대

시 악화되었다. 또한 두통 삽화 중 50% 이상에서 자세변

역에서 기도 청력 역치와 골도 청력 역치는 양측에서 모

화 시 유발되는 어지럼이 동반하였고 12시간에서 2일 정

두 5 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지 않아 메니에르병

도 지속되어 전정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 진단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증상과는 별개로 우측의 이명이 지속되었다.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없었으며 측두골 골절, 뇌막염, 이독성 약제의 복용, 자가
면역질환 등과 같은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의 병력도 없었
다. 가족력에서도 특이소견은 없었다.
내원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 흉부방사선

이후 내림프수종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가돌리늄 조
영증강 지연 내이 MRI에서, 양측의 달팽이관에서 경도
(grade 1)의 내림프수종이 관찰되었다(Fig. 2).
환자는 전정편두통 치료로 니모디핀(nimodipine)과 프
로프라놀롤 투약을 시작하였고 증상 악화 시 알모트립탄
(almotriptan)을 복용하며 외래 추시 중이다.

검사 및 심전도검사에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지럼

고

발작 당시 시행한 신경학적 진찰에서 의식은 청명하였으

찰

며 안진은 관찰되지 않았고, 구음장애, 안면 및 사지의 감
각 손실, 소뇌 증상, 사지 마비, 안구운동 마비 혹은 Horner

내림프수종은 1938년에 Hallpike와 Cairns, Yamakawa가

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측두골부검에서 내림프수종을 발견한 뒤로 메니에르병

이경으로 확인한 양쪽 고막은 정상이었다. 일반혈액검사,

의 기초적인 병태생리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

혈액응고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은 없었다.

들을 보면 내림프수종은 진단과 상관없이 내이의 손상이

어지럼의 발작간 시기(interictal period)에 시행한 비디오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외상,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

안구운동검사에서 안진은 관찰되지 않았고 비디오 두부

역질환, 전해질 불균형이나 세포채널병(cellular channelo-

충동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냉온교대온도안진

pathy) 같은 다른 질환들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검사상 우측에서 3.9%, 좌측에서 6.17%로 반고리관마비

있다.

는 없었다. oVEMP 우측의 N1, P1 파형의 잠복기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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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ase of 56-year-old female
patient. Axial delayed intravenous
gadolinium-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inner ear
HYDROPS-Mi showed (A) rightsided cochlear hydrops (arrow),
enlarged endolymphatic space (endolymphatic hydrops [EH]), grade
1 (mild EH), and (C) normal vestibuli. (B) Left-sided cochlear hydrops (arrow), enlarged endolymphatic space (EH), grade 1 (mild
EH) and (D) normal vestibuli.

르병은 필수적으로 감별하여야 하는 질환이다. 만성적인

과 전정핵에서 중추 전정경로(central vestibular pathways)를

어지럼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활성화하며, 삼차신경이 전하소뇌동맥(anterior inferior

메니에르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28%가 전정편두통을 동

cerebellar artery), 내이동맥(labyrinthine artery)과 기저동맥

반했고, 전정편두통으로 진단된 환자의 23%가 메니에르

(basilar artery)을 따라 분포하고 있어 전정편두통 발작에

병을 동반하였으며, 전체 인구와 대비하여 전정편두통 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달팽이관

자에서 메니에르병의 발병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25%

과 전정미로는 삼차신경의 눈신경가지(ophthalmic branch)

vs. 56%) [9].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전정편두통 환자에

와 연결되어 있으며[13], 신경말단에서 substance P와 칼시

서도 내림프수종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다. 최근 전정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가돌리늄 조영증강

를 분비하여 국소적인 신경의 염증, 투과성 변화, 혈관 확

지연 내이 MRI를 촬영한 연구에서 전정편두통 발작이 있

장과 세포부종을 발생시킨다[14]. 결과적으로 삼차신경은

을 때 내이수종이 확인되었고[8], 이명, 이충만감, 청력 저

내이의 신경염증과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

하와 같은 이과증상이 있으나 메니에르병의 진단기준에

한 해부학적 요인들과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맞지 않는 전정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지연 내이

내이의 구조에 영향을 주어 전정편두통에서 내이증상과

MRI에서 내림프수종이 확인되었다[5].

내림프수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5]. 종합

전정편두통 환자에서 내이 증상을 유발하는 기전은 아

하여 보면 전정편두통은 중추나 말초의 전정경로의 문제

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이의 혈관 연축, 혈

와 혈관 연축과 혈류 저하로 인한 미로구조의 허혈성 변

관병증, 신경펩티드의 교란, 호르몬의 상호작용, 칼슘채

화, 또는 세로토닌과 substance P 또는 CGRP로 유발되는

널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0-12]. 내림프

신경의 변화로 인해 청각증상이 발생하고, 메니에르병은

수종은 내림프액이 증가하여 내림프강의 구조물이 팽창

말초 미로 막의 장애로 인하여 내림프수종이 발생하는 것

되면서 나타나는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6], 삼차신경절

으로 보인다.

의 신경분지가 내이혈관에 분포하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

최근 뇌 MRI로 내림프수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조가 전정편두통에서 내이수종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

영상소견을 바탕으로 전정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의 감별

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3]. 또한 전정편두통 삽화

및 두질환의 병태생리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기간 동안 세로토닌과 비세로토닌성 배측 봉선핵(dorsal

기 시작하였다. 전정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을 바라니 학회

raphe nucleus)은 편도체 중심핵(central amygdaloid nucleus)

의 진단기준과 국제두통학회 진단기준으로 분류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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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내림프수종이 가장 많이 관찰
되었으나, 청각증상이 있는 전정편두통 환자에서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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