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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In some dizzy patients the apogeotropic direction changing positional nystagmus
(DCPN) can be caused by a central disorder such as a mass lesion near the fourth
ventricle or infaction. We have recently encountered a patient who showed a
central DCPN mimicing a horizontal canal cupulolithiasis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A 4.1 cm sized tumor was filling the fourth ventricle
before the operation. When the head was turned to the left side vigorous right
beting nystagmus was found. When the head was turned to the right side vigorous
left beting nystagmus was found. But unlinke the typical horizontal canal BPPV,
bowing and lying down position did not elicit any nystagmus. In order to see
if the central DCPN was a transient finding or a persistent finding, we checked
the nystagmus 3 weeks after the first testing. The same pattern of nystagmus was
found again. The video head impulse test gain of all six canals were within the
normal limit. In this article we discuss the points how to suspect a central DCPN
in su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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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주의할 점은, 경우에 따라 중추성 질환이 어지럼증이 원인
일 수 있다는 점이다.2-4 예를 들어 제4뇌실 근처에 종양이

두위에 따라 방향 전환성 원지성 안진을 보이는 경우 대

발생한 경우 이석증과 유사한 원지성 안진이 나타날 수 있

부분의 경우 가쪽 반고리관 팽대부릉정 이석증으로 진단

으며, 본 저자들도 교뇌 경색에서 원지성 안진이 나타나는

이 가능하다.1 이 경우 머리를 우측으로 돌리는 경우 좌향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5 그러나 제4뇌실 종양을 수술로 제

안진이 나타나고, 머리를 좌측으로 돌리는 경우 우향 안진

거한 경우 원지성 안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

이 나타난다. 또한 좌우측 안진의 강도를 비교하여 안진이

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저자들은 제4뇌실의 역형

더 약하게 나타난 두위의 방향을 병 측 귀로 진단할 수 있

성 뇌실막세포종(anaplastic ependymoma)을 제거한 환자에

다. 그러나 방향 전환성 원지성 안진을 보이는 환자에서

서 방향 전환성 원지성 안진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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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보고하고 그 기전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어지럼증에 비해 최근에는 어지럼증의 지속시간이 길어져
서 약 20–30분 어지럼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였다. 환자를

증

례

진료하는 당일에도 환자는 계속 어지럽다고 하였으며, 서
있거나 걸으면 증상이 바로 시작되고 누워있거나 앉으면

39세 여자 환자가 1년 전부터 악화된 어지럼증을 주소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였다. 두통의 과거력은 부인하였고,

내원하였다. 환자는 2년 전 타 병원에서 우측 중이염으로

최근 심리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다. 당뇨, 고혈압, 음

고실성형술 및 유양동삭개수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었

주, 흡연의 과거력도 부인하였다. 뇌종양 수술 기록에 따르

다. 또 1년 전에는 제4뇌실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본 병원에

면, 종양은 합병증 없이 잘 제거되었다. 6개월 전 촬영한

서 개두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였다. 수술 전 종양은

가장 최근 자기공명영상에 따르면 이전에 존재하던 뇌종

4.1×3.7 cm 크기였으며, 제3뇌실과 제4뇌실에 걸쳐 종양이

양은 완전하게 제거되었으며, 재발의 증거가 없었다. 그럼

존재하였다. 종양이 매우 커서 뇌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

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

며, 주변 소뇌교량과 소뇌를 압박하고 있었다(Figure 1).

이학적 검진상, 수술 받은 우측 고막은 이식편이 잘 안

환자가 호소하는 어지럼증은 중심이 흔들흔들한다는 불

착된 상태로 천공이나 염증이 없었으며 좌측 고막은 정상

균형(imbalance)에 가장 가까웠으며, 환자 말에 따르면 “뭐

이었다. 회전의자검사 정현파가속검사 결과 이득이 다소

라고 말하기 어렵게 그냥 어지럽다”고 호소하였다. 중이염

낮았지만, 비대칭은 발견되지 않았고, 위상은 선행을 보였

수술을 받기 이전인 2년전부터 어지럼증이 시작되었고, 주

다. 시고정은 정상이었으며, 시각증폭전정안반사 결과 이

로 밭에서 일을 할 때 특히 걸어 다니면 2분 정도 지속되는

득이 0.74로 정상(0.8)보다 다소 낮았다. 단속가속검사는 이

어지럼증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였다. 기립 시, 뒤로 누울

득이 좌우 각각 0.36, 0.37로 정상이었으며, 시간상수도 좌

때, 옆으로 돌아 누울 때, 머리를 움직이는 경우 증상이 악

우 각각 7초, 8초로 정상이었다. 자발안진은 시고정 전후

화되는지 확인하였으나, 환자는 이상의 조건이 어지럼증

모두 발견되지 않았고, 주시유발 안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 악화와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완화요소로는 걷지 않고

그러나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좌측으로 돌리면 5o/sec에 해

가만히 앉아 있으며 증상이 바로 호전된다고 하였다. 이명,

당하는 우향 안진이 20초 이상 계속 지속되었다. 머리를

이충만감, 난청, 두통, 광과민증, 청각과민증, 시각 전조 증

다시 중앙으로 변환하자 또 우향 안진이 발견되었지만, 그

상은 동반하지 않았다. 어지럼증은 중이염 수술 이후 악화

강도가 3o/sec로 약해졌다. 머리를 우측으로 돌리는 경우 이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1년 전 뇌종양 제거 수술을

번에는 8 /sec에 해당하는 좌향 안진이 20초 이상 계속 지속

받은 이후에도 어지럼증이 악화되는 특성이 있었다. 초기

되었다. 머리를 중앙으로 변환하면 또 좌향 안진이 발견되

o

Figure 1.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tumor before surgery and
after surgery. A 4.1 cm sized tumor
was filling the fourth ventricle before
the operation (A). The mass was removed via external approach. After
completely removing the tumor, the
space was filled with cerebrospinal
fluid (B). The patient was dizzy even
before the operation, but the symptom
aggravated after removing th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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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ideo nysagmography of the patient, one year after the
operation. As in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the patient showed no spontaneous nystagmus nor gaze evoked
nystagmus. When the head was turned to the left side vigorous
right beting nystagmus was found. When the head was turned
to the right side vigorous left beting nystagmus was found. But
unlinke the typical horizontal canal BPPV, bowing and lying down
position did not elicit any nystagmus.

Figure 3. Video nysagmography (VNG) of the patient, three weeks
after the first VNG. In order to see if the central apogeotropic
direction changing positional nystagmus was a transient finding
or a persistent finding, we checked the VNG 3 weeks after the
first VNG (Figure 2). The same pattern of nystagmus was found
again. That is, when the head was turned to the left side, vigorous
right beting nystagmus was found. When the head was turned
to the right side, vigorous left beting nystagmus was found. Unlinke
the typical horizontal canal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owing and lying down position did not elicit any nystagmus.

이석치환술을 2회 시행받았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에는 변
화가 없었으며, 안진 양상도 변화하지 않았다. 환자는 증상
의 변화 없이 계속 경과관찰 중이다.

고

찰

o

었지만, 그 강도가 4 /sec로 약해졌다(Figure 2). 머리를 앞으
로 깊이 숙이는 자세와 다시 뒤로 눕는 자세에서는 안진이

본 증례는 중추성 어지럼증 환자에서 이석증 양상의 안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안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

진을 보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안진의 양상은

상인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3

전형적인 가쪽반고리관 팽대부릉정 이석증과 부합하였으

주 뒤 안진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 관찰된 원

며, 안진의 완서상 성분과 급속 성분 모양도 전형적인 이석

지성 안진이 동일하게 관찰되었다(Figure 3). 머리를 앞으

증 안진에 부합하였다.7 이상과 같이 안진의 양상이 전형적

로 깊이 숙이는 자세와 다시 뒤로 눕는 자세에서는 여전히

인 방향전환성 원지성 안진으로 나타나는 경우 중추성 어

안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디오두부충동검사 결과 미미

지럼증을 이석증으로 오진할 우려가 있다.8 실제 본 환자도

한 교정성단속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100o/sec 미만

어지럼증 전문 의료진을 만나기 전까지 이석증으로 진단

6

이었고, 재현율이 높지 않았다. 비디오두부충동검사의 이

되어 여러 차례 이석증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오진의 위험

득은 모든 반고리관에서 정상이었다(Figure 4). 어지럼증

을 피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치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보기 전 환자는 이석증이 의심되어

는 이석증에 의한 방향전환성 원지성 안진과 중추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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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ideo head impulse test of
the patient. The gain of all six semicircular canals were within the normal
limit. Some small catch up saccades
were found in the right lateral canal,
o
but it was always smaller than 100 /sec
(a non-specific finding). It seems that
all the six canals had a normal function.

에 의한 원지성 안진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할 필요

로 다시 눕는 자세에서 안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전형

가 있다.

적인 팽대부릉정 이석증의 경우 머리를 앞으로 깊이 숙이

비록 본 증례의 환자가 이석증과 매우 유사한 안진을 보

면 건 측을 향하는 안진이 유발되고, 뒤로 다시 눕는 자세

였지만, 중추성 어지럼증을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안점

를 취하면 병 측을 향하는 안진이 유발된다. 비록 고개 숙

이 있었다. 첫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석증에 부합하

이는 자세의 안진과 뒤로 눕는 자세의 안진이 항상 전형적

지 않았다. 전형적인 이석증 환자의 경우 기상 후 처음 머

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9 이상의 안진도 이석증을 진단하

리를 움직이는 순간 수 초 동안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럼증

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환자에서는

1

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환자의 경우 주로 비틀

무거운 팽대부릉이 안진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머리의 회

비틀 거리는 양상의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특히 걷는 경

전에 따른 비정상적인 전정 신경흥분이 기전이기 때문에

우 특징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이석증보다는 중추성 어

머리의 회전 없이 단순히 머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눕

지럼증을 시사하는 임상양상이다. 둘째, 누운 상태에서 머

는 자세만으로는 안진이 유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

리를 우측으로 돌렸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

다. 넷째,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이미 제4뇌실의 큰 종양이

전의 좌향 안진이 계속 지속되고, 머리를 좌측으로 돌렸다

진단되었고 수술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제4뇌실

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이전의 우향 안진이 계

의 종양이 존재하는 경우 중추성 원지성 안진이 발생할 수

속 지속되었다. 이석증의 경우 머리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

있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2 그러나 본 증례는 제4

오면 안진이 반대 방향으로 역전되거나, null point 위치에

뇌실 종양이 제거된 이후에도 중추성 원지성 안진이 발생

따라 병 측을 향하는 일관된 안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

함을 알 수 있는 증례이다. 이는 아마도 신경경로가 한번

다. 이는 두위가 중앙으로 돌아오면 이석이 부착된 무거운

손상을 받게 되면, 설사 종괴가 제거되더라도 이전의 비정

팽대부릉정이 반대 방향으로 편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적인 안진이 동일하게 유발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4

중추성 원지성 안진은 잘못된 신경계의 자극신호가 지속

뇌실 종양에 대한 과거력과 기존 선행 논문들의 지식을 통

되는 기전에 의해 안진이 유발되기 때문에,3 머리가 중앙으

해 본 증례의 원지성 안진은 중추성 기원으로 진단하는 것

로 돌아온 이후까지도 동일한 방향의 안진이 지속된 것으

이 가능하다.

로 추정된다. 셋째, 머리를 앞으로 깊이 숙이는 자세와 뒤

중추성 원지성 안진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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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석증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을 하는 의사

원지성 안진을 기존 가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는 중추성 질환이 원지성 안진의 원인일 수 있음을 주지하

소뇌 결절에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중추성 원지성 안진이

고, 전형적인 이석증과 부합하지 않는 임상 소견이 있을

4

발생한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들의 가설에 따르면 중

시 중추성 원인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지점으로

력에 관련된 이석기관 입력 신호 전달에 문제가 발행하여

생각된다.

머리를 좌 혹은 우로 돌리는 경우 안진이 발생한다고 추론
하였다. 또 저자에 따라서는 소뇌 농양으로 인한 제4뇌실
2

압박이 원지성 안진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안진은 두

중심 단어: 원지성 방향 전환 두위 안진, 양성 돌발성 두
위 현훈, 뇌종양, 어지럼, 현훈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전정소뇌 부
위의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지성 안진을 유발할 수

CONFLICT OF INTEREST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적응 기전에 의해서도
원지성 안진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외측연수증후군에서
3

원지성 안진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뇌간의 pre-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positus hypoglossi nucleus에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 소뇌에
서 출발하여 prepositus hypoglossi nucleus에 이르는 억제성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머리를 좌우로 회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회전 후 안진에 대한 억제가 약화된다. 즉
머리를 회전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회전 후 안진이 정상에
서도 발생하는데, 정상인의 경우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짧
은 움직에서는 회전 후 안진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회
전 후 안진에 대한 억제가 약화되면 일상적인 머리 회전에
의해서도 회전 후 안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라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저자들도 교뇌 경색환자에서 원지성 안진
을 발견하여 보고한 바 있다.5 즉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 소뇌 내측의 제4뇌실 혹은 소뇌 결절에
병변이 있는 경우 원지성 안진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뇌간에 국소적인 뇌경색이 발생하여 prepositus hypoglossi nucleus에 이르는 억제성 신경이 손상되
는 경우에도 원지성 안진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증례를 통해 새로이 추가된 정보는 제4뇌실 종양의
경우 신경 경로가 한번 손상되면 설사 수술을 통해 압박성
종괴가 제거되더라도 어지럼증 증상과 원지성 안진이 지
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뇌경색과 제4뇌실 종괴의 경우 이석증과 예후가 매우 다
르기 때문에 감별진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진하
는 경우 드물게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 신경학적 검사, 평형기능검사를 적절
하게 시행하는 경우 본 증례와 같이 중추성 어지럼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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