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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vertigo is the common symptom resulting from abnormalitie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caused by various diseases, which include neurodegene-
rative, vascular, inflammation, infection, tumor, paraneoplastic, toxic, or metabolic 
disorders. Since the treatment of central vertigo depends on the causes, an ac-
curate diagnosis should be preceded the treatment through a detailed neurotologic 
examination and laboratory evaluation. Also,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docu-
ment the neurologic findings accompanied by central vertigo, because some medi-
cation focuses on the ocular motor abnormalities as nystagmus or saccadic intru-
sion. Here, we will review the medical treatment for central vert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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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추현훈은 대뇌와 소뇌, 뇌줄기를 포함하는 중추신경

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을 통칭한다[1]. 중추신경

계 질환은 혈관성, 종양, 대사성, 퇴행성, 염증 및 자가면

역성, 감염 등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중추현훈은 

구체적인 병력 청취와 면밀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감별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1]. 중추현훈의 원인 중에는 뇌졸

중처럼 현재 임상에서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협약되

어 표준진료지침이 있는 질환이 있는 반면, 아직 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완치가 어려운 신경퇴

행성 중추신경장애도 있다. 또한, 질환이 아니라 중추현

훈에서 보이는 특정한 안진이나 신경학적 이상에 초점을 

맞춘 치료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진단에 따

른 원인 질환의 종류, 질환의 중등도, 혹은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나 특정 징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약물, 수
술, 재활 등의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중

추현훈의 원인 질환, 혹은 중추신경계의 병변과 관련한 

신경학적 이상 징후의 약물치료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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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본    론

중추 전정계의 신경 회로와 관련 질환의 병태 생리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따라, 중추현훈의 약물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2,3]. 그러나, 질
환의 특성으로 인해 진단 자체가 어렵거나, 환자 수가 많

지 않아 피험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

문가의 의견이나, 임상적 경험, 혹은 작은 규모의 연구를 

바탕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4]. 위에서 

언급했듯이 뇌경색을 비롯한 뇌혈관질환, 종양, 대사성, 
염증이나 감염에 의한 뇌병변 등은 중추현훈의 흔한 원인

이기는 하나,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가 진료지침 등을 통

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종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반복 자발 어지럼을 주로 보이는 

전정편두통과 전정발작, 지속적인 어지럼과 균형 장애를 

호소하는 소뇌실조와 지속적 체위지각어지럼에 대한 약

물치료와 대표적 중추전정기능 이상으로 보이는 하향안

진, 후천 시계추안진에 대한 약물치료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전정편두통(VESTIBULAR MIGRAINE)

전정편두통은 독일과 미국의 역학 연구에서 성인의 약 

1%–2% 정도 유병률을 보이는, 자발성 반복 어지럼의 가

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5,6].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 

바라니학회와 국제두통학회의 합의로 진단 기준이 확정

되어[7], 전정편두통 단독의 대규모 임상연구는 일반 편

두통 관련 연구에 비해 아직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 임상

에서는 급성 발작이나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는 일반 편두

통의 약물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

다.
칼슘통로차단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

제제(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SNRI), 베타

차단제의 몇 가지 약물만이 무작위 연구에 포함되어 있

다. 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확인한 무작위 연구

에 의하면, flunarizine과 betahistine의 복용이 betahistine 단
독보다 어지럼 발작 횟수와 그 강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

는 결과를 보였다[8]. 두통 횟수와 강도는 두 군에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무작위 연구에서는 64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4개월간 venlafaxine과 propranolol을 각각 투

여한 후 어지럼, 두통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두 약 모두 

유의하게 어지럼의 강도와 빈도를 호전시켰으나 두 약물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9]. 
최근 한 메타분석에서는 이전 진단 기준으로 진단한 

전정편두통을 포함한 13개의 연구를 통해 예방적 약물의 

효과를 분석하였고[10], 베타차단제 12주 투약 이후 가장 

뚜렷하게 어지럼 척도(dizziness handicap inventory)의 호전

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SNRI인 venlafaxine이 

어지럼의 호전에 효과적이었다. 칼슘통로차단제인 fluna-
rizine, cinnarizine, lomerizine도 어지럼과 두통을 유의하게 

호전시켰으나, 대상 연구들의 방법론이 통일되지 않아 다

른 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항경련

제인 valproate, lamotrigine도 어지럼과 두통에 유의한 효과

를 보였으나 부쟉용으로 인해 중간 중단율이 높아 데이터

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10]. 
기타 소규모 연구들에서는 베타차단제(atenolol, meto-

prolol), 항경련제(topiramate, gabapentin, lamotrigine, valproic 
acid), 칼슘통로차단제(cinnarizine, verapamil, diltiazem, lomeri-
zine),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nortriptyline), 기타(cy-
proheptadine, pizotifen) 등의 약물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였다[11].
발작 시의 급성기 치료 또한 일반 편두통의 치료와 비

슷하다. 구토가 심할 경우 경구 투여 약물을 복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성분이라도 주사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

다. 증상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벤조다이아제핀, 항진토

제를 적절히 사용한다[4,11]. 트립탄이 전정편두통에 유효

하다는 대규모 무작위 연구는 아직 없으나, 두통을 동반

하는 경우의 전정편두통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1]. 
Zolmitriptan이 효과적이라는 소규모의 연구가 있었으나, 
저조한 피험자 선정 수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 못

했다[12].

전정발작(VESTIBULAR PAROXYSMIA)

전정발작은 8번 뇌신경이 혈관에 의해 압박되어 발작

성으로 어지럼을 일으키는 신경혈관압박 증후군의 하나

이다. 2016년 바라니학회에서 진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Fig. 1). 확정 전정발작(definite vestibular paroxysmia)으로 

진단하려면 반드시 carbamazepine 혹은 oxcarbazepine에 반

응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13]. 
진단 기준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에서 carbam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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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nostic criteria for vestibular paroxysmia. Adapted from
the article of Strupp et al. [13].

pine (200–600 mg/day), oxcarbazepine (300–900 mg/day)가 어

지럼 횟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14]. 이 두 가지 

약에 부작용을 보이거나 금기가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lacosamide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15]. 

소뇌실조(CEREBELLAR ATAXIA)

소뇌실조는 소뇌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증

상인 실조, 안구운동 장애, 균형 저하, 구음장애 등을 포함

하여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 광범위

한 질환군이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인에 따라 대뇌 

기능, 척수 기능 이상이나 말초신경 장애를 동반할 수 있

다. 이 중 유전성 혹은 신경퇴행성 소뇌실조는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밝혀져 있지 않다. 특히, 신경퇴행성

인 소뇌 기능 이상 아형의 다계통위축, 일부 유전성 소뇌

위축증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휠체어 보행으로 진행하

여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므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

고 있다.
유전성, 퇴행성 소뇌실조는 재활치료와 전신 증상 경

감을 위한 보존적 약물치료가 대부분이다[16]. 그러나 최

근 몇 가지 약물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

었다[16,17]. 현재 class I의 근거로 척수소뇌실조 환자에서 

일부 실조 증상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진 약은 riluzole이 유

일하다[18].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군 연구로, 50%의 riluzole 
복용 환자가(28명 중 14명) 1년 후 실조의 평가도구인 the 
Scale for the Rating and Assessment of Ataxia (SARA)의 호전

을 보였으며, 평균 약 1점의 호전을 확인했다[18]. Valproate 
1,200 mg/day를 척수소뇌실조 3형에서 3개월 간 유지했을 

때 실조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19], 퇴행성 소뇌실조 환자

에서 갑상샘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thyrotropin releasing hor-
mone)을 2주 정도 투약했을 때 실조 증상의 일부 호전을 

보였다[20]. 
최근 소뇌실조에 시도하고 있는 약인 acetyl-DL-leucine

은 아미노산 제제로 유럽, 주로 프랑스에서 주로 어지럼

의 증상 호전을 위해 195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약이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소뇌실조 환자 13명에서 N-acetyl- 
DL-leucine 5 g/day의 투약이 SARA와 the Spinocerebellar 
Ataxia Functional Index 점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21]. 뿐만 아니라, 보행 중 변이를 감소시켜 

보행기능 개선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22]. Niemann- 
Pick type C 환자 12명에서도 4주간 적정(titration)한 5 g/day 
용량의 복용이 SARA를 포함한 실조 점수와 어지럼 증상

을 부작용 없이, 유의하게 호전시켰다[23]. 아직 약물의 

정확한 기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물실험 결과로 예측

해 볼 때 소뇌 푸르키네(Purkinje) 세포의 막전위를 안정시

키고, 전정소뇌를 활성화하여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가설

이 있다[21,23].
기타 약제로, C-Abl 억제제 계통의 항암제인 nilotinib이 

다양한 원인의 소뇌위축 환자의 실조 증상과 불균형을 호

전시킬 수 있다는 소규모의 관찰 연구가 있었지만[24], 아
직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에도 RNA targeting 
약물, antisense oligocucleotide,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동

물실험 및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16], 바로 임상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희망적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속적 체위지각어지럼(PERSISTENT 
POSTURAL-PERCEPTUAL DIZZINESS)

이전에 발생했던 어지럼이나 스트레스, 공황발작, 혹은 

기타 선행 질환 등이 있은 후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심

리적인 원인의 어지럼에 대해 여러 이론과 정의가 제안되

어 왔으며, 2017년 바라니학회에서 자세공포현훈, 만성주

관어지럼, 시각어지럼 등을 통합하여 지속적 체위지각어

지럼(persistent postural-perceptual dizziness, PPPD)의 진단기

준을 발표하였다[25]. 여러 원인으로 어지럼이 처음 발생

했을 때 보통은 신경계의 보상 기전을 통해 회복이 되지

만, 개인의 성격, 불안, 어지럼 이후 이어지는 심리적 요인

과 이에 따르는 보행과 자세의 문제 등으로 보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면 어지럼과 불균형의 과도한 인

지, 이에 따르는 불안과 자세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정주기로 만성으로 어지럼이 지속된다[26]. 결국 PP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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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edical treatment strategies of serotonergic antidepressants for chronic subjective dizziness
Medication Initial therapy Titration (2 wk) Therapeutic range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Fluoxetine 5–10 10–20 20–60
Sertraline 12.5–25 25–50 50–150
Paroxetine 5–10 10–20 20–60
Citalopram 5–10 10–20 20–40
Escitalopram 2.5–5 5–10 10–20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Venlafaxine 25–37.5 37.5–50 75–225
Milnacipran 12.5–25 twice daily 25–50 twice daily 50–75 twice daily
Duloxetine 20–30 40–60 40–60

Adapted from the article of Staab [28].

에서는 인지행동 치료, 재활과 약물치료를 통해 적합한 

보상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27]. 약물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와 SNRI가 주로 사용된다[27]. 
Table 1는 만성주관적어지럼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

와 그 용량에 대해 정리한 내용으로, 현재 PPPD에서도 비

슷한 약물을 적용하고 있다[28]. 용량은 환자의 증상이나 

개인의 내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하향안진(DOWNBEAT NYSTAGMUS)

포타슘통로차단제인 3,4-diaminopyridine과 4-aminopyridine
은 소뇌의 푸르키네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내 재분극

(repolization)을 늦추고 활동전위의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소뇌 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한다[2]. 2003년 

다양한 원인들로 자발 하향안진을 보이는 환자 17명을 대

상으로 한 첫 무작위 연구에서, 3,4-diaminopyridine을 20 
mg 복용 후 30분 뒤 하향안진의 서상속도가 유의하게 줄

어듦을 확인하였다[29]. 연구에 포함된 하향안진의 원인 

질환은 퇴행성 소뇌위축, 소뇌경색, 아놀드키아리 기형, 
특발성 등 다양했으며, 원인과 상관 없이 대조군과 비교

하여 안진의 서상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29]. 척수소뇌

실조 6형에서도 실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하향안

진의 서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30]. 그 이후 같은 

포타슘통로차단제인 4-aminopyridine이 혈액뇌관문 통과

가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하향안진에 3,4-diaminopyridine
보다 효과적이라는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2,31,32]. 
이 약은 하향안진 뿐만 아니라, 제2형 간헐실조에서도 무

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 발작의 횟수, 발작 시간을 감소

시키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33]. 
전정신경계에 4-aminopyridine이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

서는 안구운동의 체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있다[31,34]. 모세관확장실조(ataxia telangiectasia) 
환자들이 4-aminopyridine을 10 mg 복용 후 도리 평면상의 

전정안반사의 시간 상수(time constant)가 유의하게 줄어든 

반면 전정안반사의 이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이 전정안반사의 속도 저장(velocity storage) 경로에 

선택적으로 작용함을 증명했다[34]. 또, 4-aminopyridine 10 
mg을 복용 전과 후로 나눠서 피험자가 앉은 상태에서 보

이는 하향안진을 비교 관찰했을 때 주시에 따른 안진의 

drift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근거로 4-aminopyridine이 신경

적 분체(neural integrator)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31].
무작위 임상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하향안진의 4-amino-

pyridine 치료 용량은 5 mg을 하루 2–4회, 서방형은 10–20 mg/ 
day가 추천된다[2]. 3,4-diaminopyridine, 4-aminopyridine은 

뇌전증, 천식,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해

서 투약해야 하며, 특히 3,4-diaminopyridine은 QT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약과는 같이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2].

후천 시계추안진
(ACQUIRED PENDULAR NYSTAGMUS)

뇌교와 소뇌에 걸친 Mollaret 삼각이나 중뇌-시상경로 

등의 병변이 있을 때 보이는 안구입천장떨림(oculopalatal 
tremor)에서 후천 시계추안진을 관찰할 수 있으며[35], 환
자는 어지럼과 진동시를 주로 호소한다. 아직 대규모 연

구는 없으나, 소규모의 무작위 연구에서 gabapentin (1,2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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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memantine (40–60 mg/day)이 안진의 서상 속도를 감소

시키고 진동시를 호전시켜 시력을 개선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36]. 이 두 가지 약을 효과를 비교한 최근 한 연구

에서는 두 약 모두 시력을 호전시키고 안진을 감소시켰으

나, 약 20%의 환자에서 memantine의 부작용으로 약을 중

단했기 때문에 gabapentine을 우선적 투여 약물로 추천하

였다[37].

결    론

중추현훈은 다양한 원인의 중추신경계 장애에서 나타

나는 흔한 증상이다. 원인 질환에 근거하여, 혹은 특정 신

경학적 이상 소견의 호전을 목표로 약물치료를 하기 때문

에, 치료 전 면밀한 신경학적 검사와 감별진단이 필요하

다. 최근까지 효과적 약물치료에 대한 많은 노력과 발전

이 있었으나, 퇴행성 소뇌실조처럼 아직 치료법이 밝혀지

지 않은 질환들이 남아 있다. 중추현훈은 환자의 삶의 질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신경퇴행으로 인

한 중추현훈은 지속적으로 증상이 진행하기 때문에 예후

가 매우 불량하다. 기존 약물을 이용한 체계적 방법론 하

에 진단 기준에 합당한 환자 선정을 통한 대규모 무작위 

연구가 필요하며, 동시에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

전자, 줄기세포 치료, 신약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완치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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