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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athophysiology of vestibular migraine (VM) is still controversial. 
Vertigo may act as a trigger for migraine or there might other mechanisms which 
cause migraine and dizziness. VM patients have headaches and dizziness simul-
taneously or sequentially. Therefore, we hypothesized that the sequence of symptoms 
might suggest different mechanisms and compared the results of vestibular func-
tion tests (VFTs) according to chronological order of headache and vertigo.
Methods: Forty-two patients with VM were include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subgroups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orders of headache and vertigo, 
and the results of VFTs and the symptomatic improvement were compared 
between each group.
Results: Dizziness appeared first in 15 patients (35.7%), both symptoms appeared 
simultaneously in 20 patients (47.6%), and headaches appeared first in 7 (16.7%).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ymptom duration among the groups. 
Fourteen (33.3%) showed abnormal caloric results, 7 (16.7%) in head impulse 
test, 16 (38.1%, vestibular score) and 19 (45.2%, composite score) in sensory 
organizing test, and 13 (31.0%) in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test. 
Abnormal rate of the caloric test in the simultaneous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two groups. Nineteen (45.2%) showed complete 
remission in 3 months after preventive medication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group.
Conclusions: VM patients whose vertigo occurred with headache simultaneously 
showed lower incidence of caloric abnormality, suggesting that they have 
abnormality in central vestibular system rather than peripheral vestibular or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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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정편두통은 간헐적 현훈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재발성 현훈과 두통이 동반되는 질환이며, 전
정편두통은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으로[1], 어지럼을 유발하는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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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Meniere’s disease)보다 더 흔하게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다[2]. 기존에 편두통과 전정기능저

하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어왔으며[3,4], 이러한 

전정편두통 질환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전정편두통이 정의되면서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5]. 전정편두통 환자는 최소한 5회 이상의 어

지럼 발작이 있어야 하며, 전조 증상을 포함하거나 포함

하지 않는 편두통을 앓은 병력이 있고, 이때 50% 이상에

서 현훈이 동반된다. 어지럼과 두통을 유발하는 전정편두

통은 일상생활과 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환자의 안녕을 회복하고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된다[1].
전정편두통 환자에서의 현훈의 발생기전을 확인하고

자 전정기능의 이상 유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정편두통 환자의 22%에서 비정상

적인 온도안진검사 결과가 나타났으며, 9%의 환자가 비

디오 두부충동검사(video head impulse test, vHIT)에서 비정

상 소견을 보였다[6].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전정편두통 

환자의 42%가 비정상적인 온도안진검사 결과를 보였으

며, 8%의 환자가 vHIT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였다[7]. 따라

서 모든 전정편두통 환자에서 전정기능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말초기관인 전정기관의 손상에 의

해 어지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보다 중추적인 전정계의 

이상에 의해 어지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어지럼이 어떤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지 전정

편두통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

이며, 전정편두통의 진단은 현훈과 두통의 발병과 동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단기준에 따르

면 현훈이 두통과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며, 두통보다 먼

저 발생하거나 두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지

럼 자체가 두통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보고도 있어[8], 전
정편두통의 병태생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상황

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전정편두통 환자를 두통과 

현훈의 발생 순서에 따라 세 군(현훈이 먼저 발생한 군, 
동시에 발생한 군, 편두통이 먼저 발생한 군)으로 구분하

고, 각 군에서의 전정기능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두통과 

현훈의 발생 순서에 따라 전정기능이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증상의 발생 순서에 따라 예방약물의 

단기간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본원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전정편두통으

로 진단된 환자 중에 전정기능검사를 하고 3개월 이후 외

래 추적을 시행한 42명의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전정편두통의 진단은 국제두통학회(International. Head-
ache Society)와 바라니학회(Bárány Society)의 진단기준을 

사용하였으며[5], (1) 5분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되는 최소 

5번의 중등도 또는 중증의 현훈이 발생, (2)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에 따른 전조 동반 여부 관계없는 편두통이 현

재 또는 이전에 있었음, (3) 현훈 발생 시 50% 이상에서 

한 번 이상의 편두통(일측성, 박동성, 중등도 및 중증의 

강도, 일반적인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 중 2가지 이상이 

동반)이 있었음, (4) 다른 전정계 질환 진단 또는 국제두통

질환분류 진단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을 시 전정편두통으

로 진단하였다.
본 연구 프로토콜은 본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얻었으며(2014-1090), 헬싱

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다.

2. 방법

현훈, 편두통의 발생 빈도, 기타 증상의 발생 여부, 현
훈과 증상 발생 순서, 현훈과 편두통 사이의 시간차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훈의 억제를 위해 급성기에는 적절

한 용량의 diazepam을 사용하였으며, 현훈의 예방적 치료

를 위해 일차적으로 칼슘채널억제제(flunarizine)를 사용하

였고, 3–4주간 복용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이차

적으로 삼환계신경안정제(amitriptyline)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3개월째 예방적 약물치료의 효과

를 판단하였으며, 환자로 하여금 현훈의 빈도와 심한 정

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예방약물이 필요 없을 경우(complete remission)를 호전된 

상태로 판단하였다. 
이학적 검사는 고막의 관찰, 자발안진의 유무, 전정기

능검사로는 온도안진검사(caloric test), vHIT, 지각조절검

사(sensory organization test), 경부전정유발근전위검사(cer-
vical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test를 시행하였다. 

온도안진검사는 30℃, 44℃의 물을 양쪽 귀에 30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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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하여 발생하는 안진을 비디오 안진 기록기(CHARTR 
VNG, ICS Medical, Schaumburg, IL, USA)를 이용하여 기록

하였다. 각 자극 후 발생하는 안진의 최대 완서상 안구운

동속도를 계산하였으며, 편측마비(unilateral weakness)의 

정도를 계산하였다. 편측마비가 20% 이상일 경우 병적인 

반고리관마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측반고리관의 vHIT에는 ICS Impulse (GN Otometrics, 

Taastrup, Denmark)를 사용하였고, 안진의 측정은 우측 안

구에서만 시행되었다. 머리의 회전은 양쪽으로 각각 5°–
10°의 급속한 회전자극을 10회씩 주었으며, 검사자가 피

실험자의 뒤쪽에서 피실험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피실

험자가 방향과 시간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무작위적으로 

시행하였다. 피실험자의 100 cm 앞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고 피실험자의 머리를 돌리는 속도는 150°–200°/초로 

유지하였다. 머리 회전속도이득(vHIT gain)은 0.8 이하일 

경우 비정상으로 정의하였다. 
지각조절검사는 체성 감각, 시각의 체계적인 변화에 

따른 자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검사로, 발판의 움직임 

여부와, 개안, 폐안, 혼동 시각(sway referenced vision, 즉 

개안에서 visual surround가 움직이는 상황)을 조합하여 6
개의 각기 다른 조건에서 시행하였다. 각각의 조건마다 

3회 시도하여, 총 18번의 검사에서 0% (넘어짐)에서 100% 
(전혀 흔들리지 않음) 사이의 평형 점수를 얻는다. 이 점

수를 통하여 전정비(vestibular ratio, 조건 5/조건 1 평균값

의 비율)와 종합 평형점수를 통해 전정기능을 평가하였으

며, 제조사에서 제공한 정상 데이터 이상인 경우 비정상

으로 정의하였다.
경부전정유발근전위 측정은 피검자가 앉은 자세에서 

활성 전극을 검사 측 흉쇄유돌근의 3분의 2 지점에, 기준 

전극을 흉골의 상부에, 그리고 접지 전극을 이마 정중부

에 붙이고, 고개를 검사 측의 반대편으로 돌린 후 시행하

였다. 삽입된 이어폰을 통하여, 최대 진폭으로 오르는 생

성 시간(rise time)과 다시 영점으로 떨어지는 소멸 시간

(fall time)은 각각 1 msec, 최대 진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극 유지 시간(plateau time)은 2 msec로, 90 dB nHL 강도의 
500 Hz Blackman 톤 버스트(tone burst)를 자극음으로 주었

다. 자극 이후 처음 발생한 양성파(positive peak) p13과 음

성파(negative peak) n23의 근전위 차이인 진폭(amplitude)과 

역치(threshold)를 기록하였다. 양이 간 진폭 비대칭성은 

p13과 n23의 최대 진폭 차이를 구하여 좌우 진폭의 차를 

그 합으로 나눈 값([우측 진폭 차–좌측 진폭 차]/[우측 진

폭 차+좌측 진폭 차]×100%)으로 좌우 양쪽이 어느 정도 

비대칭인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정의하였다. p13과 n23 사
이의 진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무반응으로 판정하였다. 
양이 간 진폭 비 대칭성이 40% 이상이거나 잠복기 차이가 

15 dB 이상인 경우, 진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비정상

으로 정의하였다.
편두통과 현훈의 증상 발생 순서에 따라 현훈이 먼저 

발생한 군, 동시에 발생한 군, 편두통이 먼저 발생한 군으

로 분류하였으며, 세 군 간의 전정기능검사 결과 및 3개월

간의 약물치료 후 외래 추적 시 임상 증상 소실 여부를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은 PASW Statistics ver. 18.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각 군 간의 연령, 성별, 증상 발

생까지의 간격, 증상 지속시간의 비교, 전정기능검사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 및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였다.

결    과

42명의 환자의 나이는 21세에서 79세였고, 중간 값은 

45세였다. 남자 8명, 여자 34명으로 여자가 많았다. 현훈

이 먼저 발생한 환자 군은 15명(35.7%), 현훈과 편두통이 

동시에 발생한 환자 군은 20명(47.6%), 편두통이 먼저 발

생한 환자 군은 7명(16.7%)이었다. 현훈과 편두통이 발생

한 시간차는 10분에서 3시간이었고, 중간 값은 1.9시간이

었다. 세 군 간의 특성, 증상 발생의 시간차 및 증상 지속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온도안진검사에서 14명(33.3%)의 환자가 비정상 소견

이었으며, 두부충동검사에서 7명(16.7%), 지각조절검사에

서는 전정비 16명(38.1%), 종합 평형점수 19명(45.2%)이 비

정상 소견이었다. 경부전정유발근전위검사는 13명(31.0%)
에서 비정상 소견이었다.

1. 증상 발생 순서에 따른 온도안진검사

온도안진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었던 14명의 환자 중 

현훈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8명(53.3%), 동시에 발생한 환

자는 3명(15.0%), 편두통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3명(42.9%)
이었다. 현훈이 먼저 발생한 군 또는 편두통이 먼저 발생

한 군에서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군보다 온도안진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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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vestibular migraine
Characteristic Overall Vertigo first group Simultaneous group Headache first group p-value

Patient 42 (100) 15 (35.7) 20 (47.6) 7 (16.7)
Age (yr) 45.0±16.4 43.2±17.3 46.9±17.9 43.4±10.5 0.727
Sex, male:female 8:34 4:11 4:16 0:7 0.329
Interval between symptoms (hr) 1.9±1.3 1.8±1.5 1.9±0.7 0.490
Duration of vertigo 0.486

Minutes 18 (42.9) 7 (46.7) 8 (40.0) 3 (42.9)
Hours–days 24 (57.1) 8 (53.3) 12 (60.0) 4 (57.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edi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Table 2. Results of vestibular function tests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orders of headache and vertigo

Variable Overall (n=42) Vertigo first 
group (n=15)

Simultaneous 
group (n=20)

Headache first 
group (n=7) p-value

Caloric test
CP＜20% 28 (66.7) 7 (46.7) 17 (85.0) 4 (57.1)
CP≥20% 14 (33.3) 8 (53.3) 3 (15.0) 3 (42.9) 0.050*

vHIT 
Normal 35 (83.3) 12 (80.0) 17 (85.0) 6 (85.7)
Abnormal 7 (16.7) 3 (20.0) 3 (15.0) 1 (14.3) 0.910

SOT (vestibular ratio)
Normal 26 (61.9) 7 (46.7) 13 (65.0) 6 (85.7)
Abnormal 16 (38.1) 8 (53.3) 7 (35.0) 1 (14.3) 0.198

SOT (composite score)
Normal 23 (54.8) 8 (53.3) 10 (50.0) 5 (71.4)
Abnormal 19 (45.2) 7 (46.7) 10 (50.0) 2 (28.6) 0.613

cVEMP
Normal 29 (69.0) 11 (73.3) 14 (70.0) 4 (57.1)
Abnormal 13 (31.0) 4 (26.7) 6 (30.0) 3 (42.9) 0.740

Overall VFTs
Normal 12 (28.6) 4 (26.7) 5 (25.0) 3 (42.9)
Abnormal 30 (71.4) 11 (73.3) 15 (75.0) 4 (57.1) 0.65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P, canal paresis; vHIT, video head impulse test; SOT, sensory organization test; cVEMP, cervical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test; VFT, vestibular function test.
*Mann-Whitney test.

서 비정상 소견일 가능성이 3–4배 높았다(Table 2, Fig. 1).

2. 증상 발생 순서에 따른 두부충동검사

두부충동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었던 7명의 환자에서 

현훈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3명(20.0%), 동시에 발생한 환

자는 3명(15.0%), 편두통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1명(14.3%)
으로 세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증상 발생 순서에 따른 지각조절검사

지각조절검사에서 전정비에서 비정상 소견이었던 16

명의 환자에서 현훈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8명(53.3%), 동
시에 발생한 환자, 편두통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각각 7명
(35.0%), 1명(14.3%)이었으며, 종합 평형 점수에서 비정상 

소견인 19명에서는 각각 7명(46.7%), 10명(50.0%), 2명(28.6%)
으로 세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증상 발생 순서에 따른 경부전정유발근전위검사

경부전정유발근전위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었던 13명
의 환자 중 현훈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4명(26.7%), 동시

에 발생한 환자, 편두통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각각 6명
(30.0%), 3명(42.9%)이었으며, 세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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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ymptomatic improvement (the necessity of preventive medication) in vestibular migraine patients after short-term (3 months)
preventive medication

Variable Overall (n=42) Vertigo first 
group (n=15)

Simultaneous 
group (n=20)

Headache first 
group (n=7) p-value

Complete remission 19 (45.2) 7 (46.7) 9 (45.0) 3 (42.9)  
Remnant vertigo 23 (54.8) 8 (53.3) 11 (55.0) 4 (57.1) 0.986

Fig. 1. Results of vestibular function tests according to the chrono-
logical orders of headache and vertigo. vHIT, video head impulse
test; SOT, sensory organization test; cVEMP, cervical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test; VFT, vestibular function test.
*Mann-Whitney test.

한 차이는 없었다.

5. 예후

3개월의 약물치료 후 19명(45.2)%의 환자에서 임상 증

상이 호전(complete remission)되었으며, 각 군별로는 7명

(46.7%), 9명(45.0%), 3명(42.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또한, 온도안진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인 군과 비정상인 군으로 나누어 증상 호전 여부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으나, 검사 결과가 정상인 군에서 증

상이 호전된 환자는 13명(46.4%), 비정상인 군에서 6명

(42.9%)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    찰

온도안진검사는 측반고리관의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검사로 말초성 

전정기능검사법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온도안진검

사에서 14명(33.3%)의 환자가 비정상 소견이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기존의 보고(9%–42%)와 유사한 결과이다[4,6,7,9]. 
두부충동검사는 고주파수의 머리 회전에 대한 전정안반

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의 전정안반사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온도안진검사와 비

교할 떄 보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전정안반사를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0]. 본 연구에서 두부충동검사상 비정

상 소견은 7명(16.7%)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6,7,11]. 이처럼 측반고리관의 기능을 검사하는 온도안진

검사와 두부충동검사에서의 비정상 빈도의 상대적 차이

는 메니에르병에서도 많이 보고해왔다[12-15]. 이러한 성

향은 전정편두통 환자에서도 보고되는데 두 질환의 차이

는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더 높은 빈도로 측반고리관의 이

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6,7,11]. 
구형낭의 기능 이상을 확인하는 경부전정유발근전위

검사는 13명(31.0%)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였다. 기존의 보

고에서도 경부전정유발근전위검사에서 비정상을 보이는 

비율은 11%–68%로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11,16,17]. 전
정척수반사를 포함한 자세 유지 평형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각조절검사상, 전정비와 종합 평형점수에서 

각각 16명(38.1%), 19명(45.2%)에서 비정상 소견이었다. 기
존의 보고에서는 지각조절검사에서 전정비의 비정상 비

율을 58%로 보고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현훈과 두통의 시간적 발생 순서에 따

라 전정기관의 이상 빈도가 다른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현훈이 먼저 발생한 군 또는 편두통이 먼저 발

생한 군에서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군보다 온도안진검사 

결과가 비정상 소견일 가능성이 3–4배 높았다(Table 3, 
p=0.05). 온도 안진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었던 14명의 환

자에서 현훈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15명 중 8명(53.3%), 
동시에 발생한 환자는 20명 중 3명(15.0%), 편두통이 먼저 

발생한 환자는 7명 중 3명(42.9%)이었다. 이외에 vHIT, 자
세유지검사, 전정유발근전위검사에서도 각 군 간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말초기관인 측반고리관의 

저주파수의 머리 회전에 대한 전정안반사 기능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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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도안진검사에서의 이상이 두통과 현훈이 동시에 발

생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작은 빈도로 발

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수평반고리관에서 

저주파수의 전정안반사 기능을 평가하는 온도안진검사 

결과에서는 이상 비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적

으로 고주파수의 전정안반사 기능을 평가하는 두부충동

검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이다. 메니에르

병과 전정편두통 환자에서 온도안진검사에서의 기능 이

상에 비해 두부충동검사에서의 기능 이상이 전정신경염

과 비교하여 훨씬 더 적게 관찰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질환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6,7,11], 
보다 정확한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정편두통의 병태생리는 밝혀지지 않았지

만, 많은 가설이 보고된다. 전정편두통이 대뇌피질이나 

뇌간에서 기능 저하의 확산에 의해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

으며[4], 이외에 내이도동맥(internal auditory artery)의 수축

에 의해 말초전정기관의 기능 이상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다[18]. 또한, 삼차신경의 자극에 의한 신경성 염증이 

내이의 혈관에서 혈장의 누출이나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

여 청력과 전정기능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도 

있다[19]. 또한, 메니에르병, 양성발작성체위성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또는 만성주관성어지럼(ch-
ronic subjective dizziness)에 의한 어지럼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어 어지럼과 두통의 다양한 상호 영향에 대한 보고

가 있다[3,4]. 이외에도 어지럼이 없는 편두통 환자에서 정

상인에 비해 전정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보고도 있다[20].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양한 질환에 의해 

전정편두통의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질환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향후 보다 정

확한 진단이 가능한 검사법이 개발된다면 보다 잘 정의된 

환자군에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통과 현훈이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보다 동시에 발생할 경우 말초전정기관의 기능을 확인하

는 온도안진검사에서의 비정상 소견의 빈도가 적게 발생

한 것을 기본으로 가설을 설정한다면, 두통과 현훈이 동

시에 발생할 경우보다 중추적 전정신경계에서의 이상(예
를 들어, 대뇌피질이나 뇌간에서 기능 저하의 확산)에 의

해 어지럼과 두통이 발생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할 경우보

다 말초성 전정기관의 영향(예를 들어, 신경성 염증이 내

이의 혈관에서 혈장의 누출을 유발하거나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여 청력과 전정 기능의 이상을 유발)을 줄 가능성

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군에서 

이러한 전정기능에서의 이상 소견의 차이를 살펴볼 때, 
예방약물에 의한 증상의 호전 반응에는 차이가 없어 임상

적으로는 이러한 증상의 발현 순서에 대한 구분의 효용성

은 크지 않았다. 보다 자세한 임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향후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전정편두통의 병태기전은 확실하지 않으나, 두통과 현

훈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경우 두 증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비교하여 보다 말초적인 전정기관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두통과 현훈이 발생할 경우 말초전정기능 이상에 의해, 
동시에 두통과 현훈이 발생할 경우 보다 중추성 전정계의 

이상에 의해 현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시사한

다. 이러한 소견은 전정편두통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더 광범위하고 많은 환자

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편두통, 두부충동검사, 현훈, 두통, 반고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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