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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을 동반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예후에 대해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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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characteristics and the prog-
nostic values in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SSNHL) with comor-
bid ipsilateral canal paresis (CP) and/or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Methods: Of the 338 patients with a diagnosis of idiopathic SSNHL, 29 patients 
(8.6%) with CP and 24 patients (7.1%) with BPPV were recruited and compared 
to 23 patients with SSNHL and vertigo but without CP or BPPV. The patients 
were evaluated for their initial hearing threshold, type of canal involved, response 
to repositioning maneuvers, and hearing outcome for 6 months.
Results: Patients with CP (+) BPPV (‒) showed lower pure-tone averages than 
those with CP (‒) BPPV (+) on initial and follow-up audiograms. The improve-
ment in pure-tone averages was less in the CP (+) BPPV (‒) group than in the 
CP (‒) BPPV (+) group. The improvement in speech discrimination scores was 
less in the CP (+) BPPV (‒) group than in the CP (‒) BPPV (‒) group. BPPV 
most commonly involved the posterior canal (15 of 24, 62.5%), followed by the 
horizontal canal (13 of 24, 54.2%). Three of 24 patients (12.5%) had recurrences 
of BPPV.
Conclusions: CP is a more serious sign for hearing recovery than BPPV, although 
both CP and BPPV are negative prognostic indicators of auditory function in 
SSNHL. Concurrent CP and/or BPPV in SSNHL suggest combined damage to 
the vestibule and may indicate severe and widespread labyrinthine damage, leading 
to a poor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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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특발성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 없이 

72시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

상 연속된 3개의 주파수에서 30 dB 이상의 청력 감소가 

나타난다[1]. 청력 감소의 정도는 30에서 40 dB의 경도 난

청에서부터 110 dB 이상의 완전 손실까지 다양하게 발현

되며, 회전성 어지럼증이 동반된 환자들은 어지럼증이 동

반되지 않은 환자들보다 청력 회복의 예후가 나쁘다고 알

려져 있다[1,2].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예후인자는 회

전성 어지럼증 이외에도 난청의 심한 정도, 순음청력도의 

모양, 나이, 발병부터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 등이 있다

[1-4]. 청력 감소가 심할수록 예후는 좋지 않으며, 순음청

력검사상 저주파 난청이 있거나 중간 주파수 대역이 떨어

진 경우는 고주파 난청이나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떨어진 

경우보다 예후가 좋다. 소아나 40세 이상의 성인이 상대

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청력은 주로 발병 2주 내에 회

복되므로 치료를 늦게 시작했거나 오래된 돌발성 난청은 

그만큼 예후가 나쁘다[3,4]. 다수의 환자에서 임상적인 회

복을 보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어

지럼증과 난청이 지속되어 일상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유

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돌발성 난청과 양성돌발두위현훈이 동시에 발생한 경

우 양성돌발두위현훈이 동반된 환자의 청력 회복이 더 나

빴다는 보고들이 있는 반면[5-7], 다른 예후인자들을 짝짓

기 했을 때 양성돌발두위현훈이 예후와 관련 없었다는 보

고들도 있다[8-10]. 또한 어지럼증이 있는 돌발성 감각신

경성 난청 환자의 온도안진검사 결과 반고리관 마비가 있

는 환자의 청력 결과가 더 좋지 않다거나[11], 반고리관 

마비가 존재하거나 심할수록 돌발성 난청 환자의 양성돌

발두위현훈에 대한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12,13], 반고리관 마비와 돌발성 난청의 예후는 별다

른 관련성이 없었다는 보고들도 있다[14,15]. 이에 본 저자

들은 어지럼증을 동반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

에서 평형기능검사상 양성돌발두위현훈과 반고리관 마

비를 조사하고, 이 둘 중 어느 인자가 더 청력 회복에 대

한 예후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병원에 돌발성 난청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 고

막은 정상 소견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일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338명(평균 나이 53.5±15.8세, 범위 

18–89세; 남자 161명, 여자 177명; 좌측 182귀, 우측 156귀)
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돌발성 감각신경

성 난청의 진단은 순음청력검사상 250–8,000 Hz 중 연속

된 3개의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30 dB 이상인 일측성 감

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며, 이 난청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병변의 반대측 귀의 청력은 돌발성 난청의 순음청력 역치

보다 30 dB 이상 낮은 환자만을 포함시켰고, 기도-골도 

차가 10 dB 이상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전정신경초

종, 메니에르병, 만성 중이염, 양측성 돌발성 난청인 경우

도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측두골 자기공명영상을 시

행하여 전정신경초종을 감별하였고, 모든 환자의 첫 방문 

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다. 어지럼

증이 동반된 경우 평형기능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초진 후 

1개월, 6개월째 외래에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는 순음청력기기(Orbiter 922, GN Otometrics, 

Copenhagen, Denmark)와 헤드폰(TDH-39P, Telephonics, New 
York, NY, USA)를 이용하여 250 Hz, 500 Hz, 1 kHz, 2 kHz, 
3 kHz, 4 kHz, 8 kHz의 주파수를 검사하였다. 모든 주파수

에서 5 dB 상승-하강법에 의해 역치를 구하였고, 모든 환

자에서 양측 귀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순음청력 

평균은 500 Hz, 1 kHz, 2 kHz, 3 kHz 역치의 합을 4등분하

여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구하였다. 모든 환자

에서 전신적 스테로이드와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함께 시행하였다. 스테로이드는 경구용 methyl-prednisolone 
48 mg (Methylon, 4 mg/tablet, Alvogenkorea Corp., Seoul, 
Korea)을 4일간 투약 후 40, 32, 24, 16, 8 mg을 각각 2일 

동안 감량하여 총 2주간 투약하였다. 고실 내 주사는 

dexamethasone (5 mg/mL)을 0.3–0.5 mL 주입하였고, 연속된 

4일간 시행하였다.
원인 미상의 돌발성 감각성 난청 환자 338명 중 초진 

기록상 어떠한 형태로든 어지럽다고 직접 호소한, 어지럼

증을 동반한 경우는 68명(20.1%), 어지럼증을 동반하지 않

은 경우는 270명(79.9%)이었다. 어지럼증이 있는 68명에 

대해 시행한 평형기능검사상 자발 안진이 있으면서 25% 
이상의 반고리관 마비가 있는 환자는 29명(8.6%), 양성돌

발두위현훈이 있는 환자는 24명(7.1%)이었고, 이 중에 반

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을 동시에 동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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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atients with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vertigo
Variable Vertigo (+) (n=68) Vertigo (‒) (n=270) p-value

Age (yr) 54.8±14.9 53.1±16.0 ＞0.05
Time from onset to treatment (day) 4.6±5.8 6.2±10.9 ＞0.05
Initial pure-tone average (dB) 76.3±30.4 64.5±22.4 ＜0.05

Fig. 1. Comparison of pre- and posttreatment of pure-tone average
in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vertigo.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re-tone
average between patients with vertigo and those without vertigo 
(*p＜0.05).

Fig. 2. Comparison of change of pure-tone average in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vertigo. The improvement of pure-tone average in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vertigo was lower than that
in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without vertigo
(*p＜0.05).

는 8명, 반고리관 마비만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이 없는 

경우는 21명, 양성돌발두위현훈만 있고 반고리관 마비가 

없는 경우는 16명이었다. 반고리관 마비가 없고 양성돌발

두위현훈이 없는 환자는 23명(6.8%)였다. 어지럼증을 동

반한 돌발성 난청 환자들을 반고리관 마비 유무와 양성돌

발두위현훈 유무에 따라 4개의 군으로 나누었고, 어지럼

증을 동반하지 않은 돌발성 난청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하

여 청력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2.0판(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각 군 간의 연령, 발병 후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 순음청력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였고, 각 군의 치료 전후 시

행한 순음 청력 역치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

며, 전체 순음청력 결과의 비교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

였다. 각각의 변수들은 (평균±표준편차)의 형식으로 기술

하였고, 유의수준 0.05 미만을 의미있다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본 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

였고, 후향적 연구이므로 환자로부터의 서면 동의서는 면

제되었다(No. EMCIRB 14-47).

결    과

1. 어지럼증 동반 유무에 따른 비교

어지럼증을 동반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군 68명과 

어지럼증을 동반하지 않은 돌발성 난청군 270명 간에 연

령, 발병 후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초진 시 순음청력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able 1). 치료 후 1개월, 6개월째 순음청력 평균은 어지

럼증을 동반한 경우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고

(Fig. 1), 순음청력검사상 어지럼증을 동반한 돌발성 난청

군에서 청력이 호전된 정도, 즉 치료 전후 순음청력 평균

의 차이는 어지럼증을 동반하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Fig. 2).



Res Vestib Sci  Vol. 20, No. 3, Sep. 2021

104

Fig. 3. Comparison of pre- and posttreatment of pure-tone average
in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canal paresis (CP) and/or benign paroxysmal posi-
tional vertigo (BPPV). Please see the article for the data in detail
(*p＜0.05).

Table 2. Comparison of patients with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vertigo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CP and BPPV
CP+ BPPV+

(n=8)
CP+ BPPV–

(n=21)
CP– BPPV+

(n=16)
CP– BPPV–

(n=23)
Control*
(n=270) p-value

Age (yr) 53.9±22.5 53.0±15.3 61.6±10.5 52.1±13.5 53.1±16.0 ＞0.05
Time from onset to treatment (day) 3.6±3.3 5.0±4.3 3.8±6.4 5.0±7.2 6.2±10.9 ＞0.05
Initial pure-tone average (dB) 84.4±34.7 64.4±26.9 87.4±29.7 76.5±30.3 64.5±22.4 ＜0.05
CP, canal paresis; BPPV,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Control of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without vertigo.

2.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 유무에 따른 비교

전체 환자를 다음과 같이 5개의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

였다. (1) 어지럼증이 동반되지 않은 군(n=270), (2) 반고리

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이 동시에 있는 군(n=8), (3) 
반고리관 마비가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없는 군

(n=21), (4) 반고리관 마비가 없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있

는 군(n=16), (5) 둘 다 없는 군(n=23). 각 군 간 발병 후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초진 시 순음청력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치료 전과 치료 후 1개월, 6개월째 순음청력 평균값은, 어
지럼증이 동반되지 않은 군에서 64.5±35.8, 40.8±29.5, 
38.2±30.7 dB;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이 동시

에 있는 군에서 84.4±34.8, 68.5±28.2, 66.3±17.7 dB; 반고리

관 마비가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없는 군에서 64.4± 
30.5, 56.9±37.2 dB, 61.5±33.1 dB; 반고리관 마비가 없고 양

성돌발두위현훈은 있는 군에서 87.4±32.4, 75.1±31.8, 67.0± 
25.9 dB; 반고리관 마비도 없고 양성돌발두위현훈도 없는 

군에서 76.5±35.8, 55.2±31.8, 50.4±30.4 dB로 분석되었다(Fig. 
3). 치료 전 청력검사에서 어지럼증이 동반되지 않은 군, 
반고리관 마비가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없는 군과 반

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이 동시에 있는 군, 반고

리관 마비가 없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있는 군 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치료 후 6개월째 순음청력 평균에

서 어지럼증이 동반되지 않은 군과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

돌발두위현훈이 동시에 있는 군, 반고리관 마비가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없는 군, 반고리관 마비가 없고 양성

돌발두위현훈은 있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순
음청력검사 상 반고리관 마비가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

은 없는 군에서 청력이 호전된 정도, 즉 치료 전후 순음청

력 평균의 차이는 어지럼증을 동반하지 않은 군, 반고리

관 마비가 없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있는 군, 반고리관 

마비가 없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있는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ig. 4).

3. 반고리관 마비만 있는 군과 양성돌발두위현훈만 있는 

군의 비교

반고리관 마비가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없는 군

(n=21)과 반고리관 마비가 없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있는 

군(n=16)을 직접 비교했을 때, 치료 전 순음청력 평균은 

반고리관 마비가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없는 군이 반

고리관 마비 없이 양성돌발두위현훈만 있는 군보다 유의

하게 높았고, 치료 후 1개월, 6개월째 순음청력 평균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5). 순음청력검

사상 반고리관 마비가 있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없는 군

에서 청력이 호전된 정도, 즉 치료 전후 순음청력 평균의 

차이는 반고리관 마비가 없고 양성돌발두위현훈은 있는 

군과 비교하여 치료 후 1개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치료 후 6개월에는 유의하게 낮았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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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change of pure-tone average in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vertigo. The improvement of pure-tone average in patients with
the presence of canal paresis (CP) and the absence of benign parox-
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was the lowest among the five 
groups in this study (*p＜0.05).

Fig. 6. Comparison of change of pure-tone average in patients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and vertigo between canal
paresis (CP) only and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only groups. The improvement of pure-tone average in patients 
with CP only was lower than that in patients with BPPV only
at 6-month follow-up (*p＜0.05).

Fig. 5. Comparison of pre- and posttreatment of pure-tone average
between canal paresis (CP) only and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only group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itial pure-tone average between patients with vertigo and 
those without vertigo (*p＜0.05), although there is no difference
in posttreatment hearing outcomes at 1-month and 6-month fol-
low-up.

4. 양성돌발두위현훈의 분포와 치료 결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과 동일한 방향의 귀에 동반된 

양성돌발두위현훈 환자 24명 중 후반고리관이 총 15명

(62.5%), 수평반고리관이 총 13명(54.2%)이었고, 후반고리

관과 수평반고리관이 동시에 이환된 경우가 4명이었다. 
앞반고리관 양성돌발두위현훈은 관찰된 경우가 없었다. 
24명의 환자 중 3명(12.5%)에서 양성돌발두위현훈이 재발

하였는데, 모두 수평반고리관이었으며, 2명은 2회의 이석 

치환술, 1명은 3회의 이석 치환술로 치료되었다.

고    찰

저자들은 예전 연구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과 양

성돌발두위현훈의 관련성에 대해 나쁜 예후인자로 보고

한 바 있으나[5], 당시에 어지럼증을 동반하지 않은 돌발

성 난청 환자들과 비교하였고, 어지럼증을 동반했으나 양

성돌발두위현훈이 없는 환자들과 비교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어지럼증을 동반했으나 양성돌발두위현훈이 없

는 환자들 중에 확실한 일측성 말초성 평형기능 저하 소

견은 자발안진이 있으면서 난청과 동일한 방향의 귀에 반

고리관 마비가 있는 미로신경염(neurolabyrinthitis)이 있어

서, 이번 연구에서는 돌발성 난청 환자의 예후인자 중 어

지럼증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지럼증이 

없는 군, 반고리관 마비만 있는 어지럼 군, 양성돌발두위

현훈만 있는 군,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이 동

시에 나타난 군, 둘 다 없는 어지럼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고, 그 중 특히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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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어느 요소가 더 청력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Figs. 3, 4에서 알 수 있듯이 반고리

관 마비만 있는 어지럼 난청군은 초기 순음청력 평균이 

어지럼증이 없는 군과 비슷하지만 치료 후 6개월째까지 

거의 호전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반면, 양성돌발두위현훈

만 있는 군에서는 초기 순음청력 평균이 심하게 나쁘지만 

치료 후 6개월째는 어지럼증이 없는 군과 호전된 정도가 

차이가 없는 양상을 나타냈다. Figs. 5, 6에서 직접적인 비

교를 했을 때도 반고리관 마비가 있는 환자들이 양성돌발

두위현훈이 있는 환자들보다 더 나쁜 청력 결과를 보였

다.
반고리관 마비가 양성돌발두위현훈보다 나쁜 예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자발안진이 있으면서 반고리관 

마비가 나타나면 돌발성 난청이 달팽이관뿐만 아니라 평

형기관에도 손상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지럼증이 없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비해 내이 중

에서도 병변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어지럼증이 돌발성 난청에서 반고리관 

마비 자체가 나쁜 예후인자임을 보여준 다수의 연구에서

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11,12,14,16-19]. 이와 비교해서 양

성돌발두위현훈의 존재는 치료 전 난청의 심한 정도가 심

해서 상대적으로 나쁜 예후인자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초기 청력이 너무 나쁘

기 때문에 호전된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치료 후 청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5,9,10,20].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의 숫자가 20명 내외로 적고, 후향

적인 분석이며, 초기 청력검사 결과를 짝짓기 하지 않았

기 때문에 발병 시 난청의 정도와 순음청력도의 형태가 

교란변수가 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어서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번 후향적 연구의 결과를 확실히 입증

하기 위해서는 발병 시 난청의 정도나 순음청력도의 형태

가 비슷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잘 디자인된 전향적인 연구

가 추가로 필요하다.
어지럼증이 있지만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

훈이 둘 다 없는 돌발성 난청환자들만의 예후를 보면 흥

미롭게도 치료 전후 청력검사가 어지럼증이 없는 군과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Fig. 3). 또한 치료 전후 순음청력 

평균이 호전된 정도도 어지럼증이 없는 군과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ig. 4)는 점까지 고려하면, 명백한 평형기관 기

능의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비특이적 어지럼증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소견이라고 판단된다. 즉, 반고리관 

마비나 양성돌발두위현훈과 같은 뚜렷한 평형기관의 동

반 병변이 있는 어지럼증만을 돌발성 난청의 예후인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메니에르병, 전정유

발 근전위검사, 회전의자검사,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등 

확실한 비정상 소견이 나오는 돌발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

까지 이러한 분석이 연장된다면 저자들의 의견을 좀더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추후 후

속 연구에서 돌발성 난청 환자들의 평형기능검사들을 면

밀히 분석하여 특히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결과의 이상 소

견이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결    론

어지럼증을 동반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환

자들에서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 모두 치료 

후 청력검사 결과가 나빴지만, 둘 중에서 반고리관 마비

가 있는 경우가 양성돌발두위현훈이 있는 경우보다 더 예

후가 좋지 않았다. 이는 반고리관 마비나 양성돌발두위현

훈이 있는 돌발성 난청의 병변 범위가 달팽이관을 넘어서 

평형기관에까지 손상을 입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어지럼증을 동반한 모든 돌발성 난청 환자에서 반고

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을 확인하는 것은 임상적

으로 의미가 크며, 평형기능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함으로

써 환자의 예후를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고리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이 동시에 있는 환자

군의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로는 양성돌발두위현훈만 동반된 환자군과 비슷한 청력 

양상을 보였고(Fig. 3) 반고리관 마비만 동반된 환자군과 

난청의 호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4). 이는 반고리

관 마비와 양성돌발두위현훈이 동시에 있는 환자군의 환

자 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n=8)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많은 대상자들에 대해 전향

적인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여 좀더 보편적인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돌발성 난청, 양성돌발두위현훈,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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