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에서

새로운 이석정복술의 치료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조 성 우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에서

새로운 이석정복술의 치료효과

지도교수 이 원 상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조 성 우



조성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년 12월 일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자상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원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구의 여러 과정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정운교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기간 중 여

러모로 조언하여 주신 윤주헌 교수님, 김승민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 아울러 이번 연구를 여러모로 도와주신 정명현 교

수님외 모든 교실원 및 의국원 여러분과 평형기능검사실 배

미란 선생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항상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과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격려해주고 내조해준 아내에게 고마

운 마음을 전하며, 논문을 완성한 기쁨을 두 아들 용석, 용균

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2000년 12월

저 자 씀



차 례

국문요약 1

Ⅰ. 서 론 2

Ⅱ. 대상 및 방법 5

1. 대상 5

2. 방법 5

가. 앙와위 두위 정면자세에서 수평반고리관의 방향 6

나. 치료 방법 9

Ⅲ. 결 과 10

Ⅳ. 고 찰 14

1. 어지러움증 유발자세 14

2. 병변측 구별 15

3. 치료방법 및 치료후 주의사항 16
(post - treatm ent in st ruction )

4.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의 병태생리학적 기전 16

5. Cupulolith Repositioning M an euv er (CuRM ) 18

6. 수평반고리관 can alolith iasis의 치료 22

Ⅴ. 결 론 25

참고문헌 26

영문요약 29



그림 차례

F ig . 1. Sch em atic dr aw in g and T em por al bone CT
of right side lat er al semicircular can al. 8

F ig . 2. A geotropic per sistent direct ion ch anging horizont al
position al ny st agm u s of the pat ient w ith cupulolith iasis
in th e right side lat er al semicircular can al. 11

F ig . 3. Sch em atic dr aw in g illu st r ating how otolith s att ach ed
t o the cupula of the right later al sem icircular can al
can produce ag eotropic direction ch an gin g horizont al
position al ny st agm u s and the pathophy siologic
m ech anism of the ex cit at ory and inhibitory ny st agm u s
in right side later al sem icircular can al cupulolithiasis . 17

F ig . 4. Sch em atic dr aw in g of Cupulolith Repositionin g
M aneuv er (CuRM ) in case of the right side later al
sem icircular can al cupulolithiasis . 20

F ig . 5. Incorrect Cupulolith Repositioning M aneuv er 21

F ig . 6. Sch em atic dr aw in g illu st r ating how free float ing
ot olith s in the right later al sem icircular can al can
produce geotropic direction - ch an ging h orizont al
position al ny st agm u s and the path ophy siologic
m ech anism of the ex cit at ory and inhibitory ny st agm u s
in right side later al sem icircular can al can alolithiasis 23

F ig . 7. Modified Barbecue rot ation in th e treatm ent of the right
side later al sem icircular can al can alolithiasis 24



표 차례

T able 1. Angle betw een the anterior sem icircular
can al and sagitt al plane 7

T able 2. Clinical features of 23 cases of later al
semicircular can al cupulolithiasis 12

T able 3. T reatm ent result s of cupulolith
repositioning m aneuv er (CuRM ) 13



국 문 요 약

수 평반 고리 관 Cupulo lithia s is 에서

새로 운 이 석정 복술 의 치 료효 과

수평반고리관의 방향과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의 병변측 구별 및 치료

에 대한 정설이 없는 실정이기에 이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기록을 분석하

여 이 질환의 이해와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50명의 측두골 전산화 단

층촬영사진에서 양측 100개의 전반고리관이 시상면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1987년 Curthoy s등이 촬영한 수평반고리관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한

치료모델(Cupulolith Repositioning Maneuver ; CuRM )을 개발하여 1998년 1월

부터 2000년 1월까지 본원에서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로 진단받은 23명

을 대상으로 병변측 구별 및 CuRM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환자 23명중

자연치유된 1명을 제외한 22명은 모두 CuRM시행후 안진 및 회전성 어지러움

증이 소실되었고, 이들 중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양측 안진의 강도차가 컸던

17명은 모두 약한 안진이 관찰된 두위측이 병변측이었으나 안진의 강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5명에서는 2명은 강한 안진이 관찰된 두위측이, 다른 3

명은 약한 안진이 관찰된 두위측이 병변측이었다.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의 병변측은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양측 안진의 강도차가 큰

경우 약한 안진을 보이는 두위측이나 양측 안진의 강도차가 크지 않을 경우

동반된 급성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또는 후반고리관 기원의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어지러움증, 반고리관 마비 소견 등이 병변측 구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uRM은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치료에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핵심되는말: cupulolithiasisㆍ수평반고리관·cupulolith repositioning maneuver

(Cu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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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평반 고리 관 Cupulo lithia s is 에서

새로 운 이 석정 복술 의 치 료효 과

< 지도교수 이 원 상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 성 우

I. 서 론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전정계 질환인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을 1897년 독일의

Adler가 처음 기술했다고 주장하는 저자들도 있지만, 1921년 Barany 1가 특정

체위에서만 나타나는 안진을 동반하는 어지러움증을 처음 기술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1952년 Dix와 Hallpike2는 특징적인 안진을 유발시키는 검사수기

(Dix - Hallpike maneuver )와 안진의 특성을 자세히 기술하고 양성 발작성 두위

변환성 어지러움증이라 명하였다. 이 당시 Dix와 Hallpike는 앉은 자세에서 병

변쪽 귀가 아래로 향하는 특정한 체위(Dix - Hallpike position )로 변환시 짧은

잠복기가 있은 후 향지성(geotropic), 회전성(torsional)의 특징적인 안진이 제

한된 시간(수초에서 수십초)동안 지속되며 앉은 자세로 변환시 안진의 방향이

역전되고(rever sal) 반복적인 검사시 안진이 약해지거나 없어진다(fatigability )

고 기술하였으며, 이는 현재 후반고리관의 canalolithiasis에 대한 정확한 기술

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1962년 Schuknecht3는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

러움증환자의 후반고리관 팽대부 cupula에 붙어있는 호염기성 침착물

(basophilic deposit )을 발견한 후 1969년에 cupula에 붙은 무거운 석회 침착물

에 의해 cupula가 두위 변환시 중력방향으로 휘어짐으로써 안진이 나타난다는

cupulolithiasis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cupulolithiasis 이론으로는 Dix와

Hallpike가 기술한 특징적인 안진의 임상양상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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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Hall 등
4
은 난형낭반(utricular macule)에서 떨어져나온 이석(otoconia)

이 반고리관의 비팽대부를 통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서로 결합하여 비중이

내림프보다 무거워진 후 내림프강에서 유동성 관석(canaliths )으로 움직이면서

안진을 발생시킨다는 canalolithiasis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1988년

Semont 방법
5
과 1992년 Epley maneuver 6

와 같은 정복요법(reposition

maneuver )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들의 기본 원리는 후반고리관의 canal

을 따라 머리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서 유동성 관석을 공통각(common crus )

으로 이동시켜 난형낭으로 빼내는 방법이다. 1993년 Herdman 등
7
이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두 방법을 비교한 결과, 두 방법 모두 치료효과 90%로

동등하게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후,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의

가장 흔한 형태인 후반고리관 canalolithiasis의 치료로 여러가지 변형된 정복

요법들이 제안되고 있다.8 - 10

1985년 McClure11가 이전까지 후반고리관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이 수평반고리관에서 발생한 예들을 처음

보고한 이후 앙와위에서 양측 측와위를 취했을 때 향지성(geotropic) 방향전환

성 수평안진을 보이는 수평반고리관의 canalolithiasis 및 이 질환의 물리적 치

료방법인 정복요법들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1996년 Lempert 12

가 제안한 Barbecue rotation과 1997년 Vannucchi 등13이 제안한 forced

prolonged position이다. 1997년 Ciniglio 등14은 18명의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 환자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치료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1998년 Nuti 등15 )은 92명의 환자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1995년 Baloh 등16은 특정 자세를 취하였을때 제한된 시간동안에 일시적으

로 안진이 나타나는 후반고리관이나 수평반고리관의 canalolithiasis와는 달리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인 안진이 나타나고 반복 검사시 피로현

상(fatigability )이 나타나지 않는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 3예를 보고하고

이는 이석이 수평반고리관 cupula의 난형낭쪽(utricle side)에 붙음으로써 환측

cupula가 중력에 예민해져 앙와위에서 두위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회전한 자

세를 취하거나 측와위로 누웠을때 지속적(per sistent ), 반향지성(ageotropic) 방

향전환성 안진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Baloh 16는 앙와위에서 환측으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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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전시 더 강한 안진이 나타난다고 기술하여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

환자에서 앙와위 두부회전검사(Supine Head- T urning T est )시 더 강한 안진이

나타나는 쪽이 병변측이라고 하였으나, 1996년 Nuti 등
17
은 반대로 건측으로

머리를 회전시 더 강한 안진이 나타나고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더 약한 안진

이 나타나는 쪽이 병변측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평반고리관의

cupulolithiasis의 병변측 구별과 그 치료에 대한 정설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

다.

본 연구는 두위변환에 따른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중에서 앙와위 두

부회전검사시 반향지성 방향전환성 수평안진을 보여 수평반고리관의

cupulolithiasis에 의한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인 특성과 전기안진검사 소견을 검토하고 치료방법 및 그 효

과를 분석하여 이 질환의 이해와 병변측 구별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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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대 상 및 방법

1. 대 상

연구대상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어지

러움증 진료실에서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으로 진단받은 207명의

환자중에서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반향지성 방향전환성 수평안진을 보여 수

평반고리관의 cupulolithiasis에 의한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으로

진단받은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 방 법

어지러움증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병력검사, 이신경학적검사 및 전기안

진검사를 포함한 평형기능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6명의 환자에서는 중추

성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뇌자기공명 영상촬영을 시행하였으나 정상이었다.

전기안진검사는 암실에서 전기안진검사기(Nicolet Nystar Plus ver sion

4.33)를 이용하여 개안상태로 하였으며, 모든 환자들은 방향전환성 안진이 나

타났기 때문에 세밀한 신경학적 검사와 자발안진 및 두위변환성 안진의 측정

과 시추적검사, 단속운동검사, 시운동검사, 시운동후안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7명의 환자에서 냉온교대 온도안진검사를 시행하였다. 14례는 앙와위 두부회

전검사를 암시야상태로 전기안진기하에서 시행하였고 9례는 Frenzel 안경하에

서 시행하여 안진의 성상을 기록하였다. 머리를 중앙으로 하는 자세를 취한

뒤에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안진을 기록하고 다시 중앙으로 머리의 위치를 바

꾼 뒤에 환자의 어지러움이 소실될 때까지 기다린 후 반대측으로 머리를 돌려

안진을 기록하였다. 안진의 기록은 가능한 오래 측정하였고 안진의 피로도를

보기위해 환자가 견딜 수 있으면 3차례까지 앙와위 두부회전검사를 반복하였

다.

임상양상은 두위안진을 유발한 가능한 원인 및 연령분포, 어지러움증의 발

현기간을 분석하였으며 치료효과로는 수평반고리관에 부합되는 두위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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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동기를 이용한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 앙와위 두위 정 면자세에서 수평 반고리관의 방향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의 병태생리학적 기전과 진단 및 치료방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수평반고리관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무엇보다도 중

요하지만 수평반고리관기원의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에 대한 대

부분의 문헌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찾을 수 없다. 1987년 Curthoys 등
18
은 사람의 막성(membranous) 수평반고리관 및 난형낭의 절단면을 계측하여

그 형태와 각 부위에서의 크기 및 수직 반고리관들과의 위치관계들을 촬영하

고 도식화 하였고 Baloh 등
19
은 이 그림을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T emporal

bone CT )상의 수평반고리관 모양과 비교하여 방향을 결정한 후 수평반고리관

의 canalolithiasis 및 cupulolithiasis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그림에

이용하였으며 이 그림은 수평반고리관의 실제모양과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후 수평반고리관기원의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

성 어지러움증에 대한 많은 연구에 인용되어 왔다.2 0 하지만 이들의 그림을 보

면 앙와위에서 두위를 정면으로 하였을때의 우측 수평반고리관과 난형낭을 나

타낸 그림에서 전반고리관의 팽대부와 공통각(common crus)을 연결하는 선이

시상면(sagit tal plane)과 이루는 각도가 8도 정도로 전반고리관이 거의 시상면

과 평형하도록 그려져 있다. 전반고리관이 시상면과 이루는 각도는 37도, 41

도, 45도로 문헌마다 다르며 Baloh19의 그림과도 큰 차이가 있다.

저자들이 50명의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사진에서 100개의 전반고리관이

시상면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을때 그 평균각은 약 30도였고(T able 1) 이

결과를 토대로 Curthoys 등18이 촬영한 사람 수평반고리관과 난형낭의 사진을

전반고리관의 팽대부와 공통각을 연결하는 선이 시상면(sagittal plane)과 30도

정도의 각을 이루도록 하였을때 cupula는 시상면과 평행하게 위치하게 되고

Curthoys 등18이 촬영한 사진을 이러한 방향으로 위치시켰을때 측두골 전산화

촬영상에서 보이는 수평반고리관 사진과 일치하였다(Fig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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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 . A n g le b et w e en t h e an t erior s e m ic ircu lar c an al an d s a g itt al
plan e . T he angle betw een 100 anterior semicircular canals and sagittal
plane from CT s of 50 patient s ' temporal bone are measured bilaterally .

S e ria l
No .

S e x/
Ag e

Rig ht Le ft S e ria l
No .

S e x/
Ag e

Rig ht Le ft

1 M/5 28 23 26 M/39 27 26
2 F/39 32 33 27 F/54 35 32
3 M/65 33 3 1 28 M/6 22 20
4 M/65 25 33 29 F/59 29 23
5 F/53 29 26 30 F/32 33 32
6 M/66 25 29 3 1 M/42 28 28
7 M/ 15 29 28 32 M/6 1 3 1 34
8 F/66 3 1 33 33 F/6 1 24 24
9 F/4 1 35 37 34 F/48 33 29
10 M/27 29 26 35 F/ 17 28 25
11 M/51 26 2 1 36 M/3 1 3 1 23
12 F/42 30 2 1 37 F/42 43 3 1
13 M/54 29 26 38 M/59 40 35
14 F/32 28 3 1 39 F/ 12 30 27
15 M/44 29 30 40 M/ 10 34 34
16 M/43 30 37 4 1 F/3 1 37 33
17 M/43 4 1 40 42 F/5 1 25 26
18 M/42 30 28 43 M/33 35 3 1
19 M/29 24 34 44 M/5 37 36
20 F/47 28 3 1 45 F/55 35 34
2 1 F/44 29 3 1 46 F/59 45 40
22 F/58 29 26 47 F/53 30 25
23 F/40 29 32 48 M/39 24 26
24 F/4 1 3 1 30 49 F/49 3 1 32
25 F/52 3 1 32 50 M/ 16 34 35

Ave ra g e : Rig ht = 3 0 .8 Le ft = 2 9 .8 To ta l = 3 0 .3± 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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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1 . S ch e m atic draw in g (A ) an d t em poral b on e CT (B ) of rig ht s ide
lat eral s em ic ircu lar c an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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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치료 방법

수평반고리관에 부합되는 물리치료 방법은 고찰에 자세히 기술한 저자들이

고안한 새로운 이석정복술인 Cupulolith Repositioning Maneuver (CuRM )를 적

용하였으며 정복후 당일밤 수면시 건측 측와위유지를 주지시켰다. 유양돌기

부위 진동은 주파수가 60 Hz인 안마기를 이용하여 환측 이개 후상방의

suprameatal triangle에 해당하는 부위를 약 30초 정도 진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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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 과

대상환자 23명중에서 환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12명, 여자가 11명으로 비슷하

였고 연령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45세 이상에서 발병되었으며, 어지러움증의 기

간은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5일 이내였다. 원인 분석 결과 급성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또는 두부외상의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가 6례, 후반고리관

canalolithiasis와 동반된 경우가 1례, 후반고리관이나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

에 의한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발병된 경우가 5례였

으나, 12례에서는 원인이 될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T able 2).

모든 환자들은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돌리거나 옆으로 누웠을때 갑자기 발생

하는 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고 어지러움증의 양상은 회전성이었으며 오심,

구토, 식은땀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었다. 대부분은 머리를 좌측 또는 우

측으로 회전시 어지러움증을 느꼈지만 한쪽에서 다른쪽보다 더 심한 현기증을 호

소하였다.

모든 환자는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반향지성 방향전환성 수평안진을 보였으

며 한쪽에서 다른쪽보다 강하게 관찰되었고(Fig . 2), 이러한 강한 안진은 Frenzel

안경없이 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였다. 안진의 잠복기는 모두 3초 이내로 짧았으

며 안진이 유발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반복검

사시 피로성을 보이지 않았다.

진단후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치유되어 정확한 병변측 구별을 할 수 없었던 1

례를 제외한 22례중 17례는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양측 안진의 강도 차이가

Frenzel 안경하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컸고, 5례는 양측 안진의 느린성

분 최대속도(peak slow phase velocity) 차이가 10도/초 이내로 강도차가 크지 않

았다. 양측 안진의 차이가 컸던 17례는 약한 안진이 나타나는 두위측의 유양돌기

부위 진동과 이에 부합되는 두위회전 정복술로 두위변환성 안진 및 어지러움증이

소실되어 약한 안진이 나타나는 두위측이 병변측임을 알 수 있었으나, 양측 안진

의 강도차가 크지 않았던 5례중 2례는 약한 안진이 나타나는 두위측이 병변측이

었으나 3례는 이와 반대로 강한 안진이 나타나는 두위측이 병변측으로 판단되었

다. 이 3례중 1례는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로 치료중에 cupulolithiasis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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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 경우이고, 1례는 후반고리관 canalolithiasis가 동반된 경우였으며, 1례는 반고

리관 마비소견이 있었고 치료후 후반고리관 canalolithiasis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강한 안진이 나타나는 두위측이 병변측으로 판단되었다(T able 2).

F ig . 2 . A g e otropic pers i s t ent dire ct ion c h an g in g h oriz ont al po s it ion al
n y s t a g m u s of th e patien t w ith c upulolith ia s i s in t h e rig ht s ide lat eral
s em ic irc u lar c an al . Left head rotation in supine posit ion induces strong
right beating per sistent excitatory nystagmus (Vmax was 126 degree/ sec).
Right head rotation induces weak left beating per sistent inhibitory
ny stagmus (Vmax w as 53 degree/ sec). hdL : head left rotation, hdR : head
right rotation .

신경학적 검사, 시추적검사, 단속운동검사, 시운동검사, 시운동후안진검사는

모두 정상이었고 냉온교대 온도안진검사는 3례에서 반고리관 마비소견을 보였

으며 모두 마비소견을 보인쪽이 병변측이었다.

전체 23례중 1례는 자연치유되었고, 17례는 한차례의 CuRM으로 안진 및

회전성 어지러움증이 소실되었으며, 4례는 두차례의 CuRM으로, 1례는 세차례

의 CuRM으로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안진 및 회전성 어지러움증이 완전 소

실되었다(T able 3).

전체 23례중 4례에서는 치료후 시행한 유발검사시 안진 및 회전성 어지러

움증이 소실된 후에도 보행시 약간의 어질어질한 느낌이나 머리가 무거운 느

낌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러한 증상들은 수일내에 모두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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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 Clin ic al f e ature s of 2 3 c a s e s of lat eral s e m ic ircu lar c an al
c upulolit h ia s i s

Cas e
No .

S ex/
Age

Duratio n
(days )

S uppos e d Etio logy
o r othe rs

Le s io n
s ide

CP
(%)

P/MS V
in HRP

(de g/s e c )

P/ MSV
in HLP
(de g/s e c )

1 M/58 15 R L 4 53/36 126/67

2 F/28 7 Meniere 's disease(R) R R42 17/11 34/20

3 F/84 3 Head trauma R + +++

4 F/79 14 R 5/4 28/10

5 M/60 1 Acute vestibuloneuritis R R20 28/24 46/31

6 F/56 3
Head trauma,
ARMPC(R)

R R 1 + +++

7 M/49 1 R + +++

8 F/69 7 ARMPC(R) R R23 + +++

9 F/47 1 Head trauma R + ++

10 M/59 2 ARMLC(L) L R13 +++ +

11 M/62 3 R + +++

12 F/28 1 L L13 46/30 22/16

13 M/66 90 ARMPC(L) L R20 +++ +

14 M/70 2 L L19 51/34 26/20

15 M/74 4 R R30 23/15 66/40

16 M/72 3 R R19 15/11 60/31

17 F/65 1 L R10 ++++ ++

18 F/56 1 R 32/20 39/25

19 F/68 5 R R20 32/21 42/26

20 F/72 1 With PC(R) R R14 9/8 7/6

21 M/74 2 PCARM(R) R R26 16/12 11/8

22 M/45 3 ARMLC(R) R R 2 26/19 18/13

23 F/62 14 Meniere 's disease(R) ? R 5 33/20 27/18

P/MSV : Peak / Mean Slow- phase velocity

PC : Posterior canal Canalolithias is HRP : Head Right Pos ition

CP : Canal Pares is HLP : Head Left Pos ition

ARMPC : After Repos ition Maneuver for Posterior canal Canalolithias is

ARMLC : After Repos ition Maneuver for Latera l canal Canalolithias is

PCARM : Posterior canal Canalolithias is After Repos itioning 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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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 T re atm ent re s u lt s of cupulolith repo s it ion in g
m an euv e r (CuRM )

Num ber of attem pt s Numb er of pat ient (% )

Spontan eou sly r esolv ed 1 (4.3% )

Resolv ed after fir st CuRM 17 (73.9% )

Resolv ed after secon d CuRM 4 (17.4% )

Resolv ed after third CuRM 1 (4.3% )

T ot al 23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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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후반고리관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

러움증이 1985년 McClure1 1
에 의해 수평반고리관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

혀진 이후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의 임상적 특성 및 물리적 치료방법에

대한 문헌은 많이 발표되었지만
12 - 15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에 대한 문헌

은 소수에 불과할 뿐더러 저자들간의 이견이 존재하며
16 ,17 , 특히 치료방법에

대한 문헌은 전무한 실정이다.

1. 어지 러움 증 유 발자 세

후반고리관 기원의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은 앉은 상태에서

눕거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날때,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펼때 또는 위를 보기

위해 머리를 들때 순간적인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지만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때는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때와 같이 누운 상태에서 머리

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리거나 옆으로 돌아누웠을때 어지러움증이 발생한

다. 하지만, 앙와위에서 한쪽으로 머리를 돌렸을때 일시적인 어지러움증이 나

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머리를 정면으로 돌릴때 다시 어지러움증이 순간적으

로 나타나는 수평반고리관의 canalolithiasis때와는 달리 어지러움증을 발생시

키는 특정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회전감이 지속되고 앙와위 두위 정면

자세나 앉은 자세 또는 일어섬으로써 어지러움증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canalolithiasis때의 안진은 positioning nystagmus이고 cupulolithiasis때의 안

진은 positional ny stagmus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은 위를 쳐다보

거나 머리를 정면으로 한 자세에서 눕거나 앉을때는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측으로 머리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시행한 Dix - Hallpike 자세검사

에서는 대부분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보다는 약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으

며 이때 환측으로 향하는 수평안진이 관찰되었다. 이는 Dix - Hallpike 자세에

서도 중력에 예민해진 수평반고리관 cupula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건측으로

머리를 회전한 자세에서 더 강한 안진 및 어지러움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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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병변 측 구 별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때 안진은 앙와위에서 머리를 좌측 또는 우측

으로 회전시 나타나는 방향전환성 수평안진이라는 점에서는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때와 같지만, 머리를 좌측으로 돌릴때 우측으로 향하고 머리를

우측으로 돌릴때 좌측으로 향하는 반향지성 안진이라는 점과 안진을 유발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지속적,

반향지성 방향전환성 수평안진이 나타나는 기전은 난형낭반에서 떨어져나온

이석이 수평반고리관의 cupula에 붙음으로써 중력에 예민해진 cupula가 두위

변화에 따라 중력방향으로 휘어져 환측 수평반고리관이 흥분되거나 억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향지성 방향전환성 수

평안진을 보이는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때 어느 쪽이 병변부위인지에 대

해서는 상반된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병변측을 확인할 수 있었

던 22례중 19례는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약한 안진이 나타나는 두위측의 유

양돌기 부위 진동과 이에 부합되는 두위회전 정복술로 두위변환성 안진 및 어

지러움증이 소실되어 약한 안진이 나타나는 두위측이 병변측이라는 Nuti 등17

의 주장에 부합되었다. 이는 앙와위에서 머리를 건측으로 돌릴때 환측 수평반

고리관의 cupula가 난형낭쪽(ampullopetal)으로 휘어짐으로써 수평반고리관이

흥분되어 나타나는 흥분성 안진(excitatory nystagmus )이 머리를 환측으로 돌

릴때 환측 수평반고리관의 cupula가 반고리관쪽(ampullofugal)으로 휘어짐으로

써 수평반고리관이 억제되어 나타나는 억제성 안진(inhibitory nystagmus)보

다 강하기 때문이다. 즉,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병변쪽으로 머리를 돌릴때 더

강한 수평안진이 나타나는 수평반고리관의 canalolithiasis와는 반대로

cupulolithiasis때는 건측으로 머리를 돌릴때 더 강한 안진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양측 안진의 강도 차이가 크지 않았던 5례중 3례에서는 Baloh

등16의 주장대로 좀 더 강한 안진을 보이는 두위측이 병변이었으며, 이때는 급

성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의 과거력 또는 치료전후에 나타나거나 동반된

다른 형태의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어지러움증, 반고리관 마비 소견 등이

병변측 구별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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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치료 방법 및 치 료후 주의 사항 (pos t- tre atme nt ins tructio n)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때는 이석이 반고리관안에서 떠다님으로써 안

진과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후반고리관이나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때와

는 달리 cupula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환측 유양돌기 부위

의 진동이 필요하고 떨어진 이석을 빼내기 위한 두위회전 정복술 및 빠져나온

이석의 안정화를 위한 장시간 측와위 유지가 필요하며 이 때의 측와위는 환측

반고리관들이 모두 후상방으로 향하고 난형낭이 아래로 향하는 건측 측와위를

정복술을 시행한 당일밤 수면시간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환자에게 불편

하지 않으면서도 이석이 다시 반고리관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난형낭에서

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이다. 두위회전 정복술로 난형낭으로 빼낸 이

석이 앉은 자세나 일어선 자세에서 머리를 좌우로 회전시키는 일상생활에서

다시 반고리관안으로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으므로 정복술 시행후 즉시 귀가

하여 모든 일을 중단하고 병변 반대측으로 12시간이상 누워있는 방법13은 꼭

필요하지는 않으며 정복술 시행후 당일밤 수면시까지는 눕거나 머리를 뒤로

젖히는 행동은 삼가하라는 주의와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 수평 반고 리관 c upulo lithias is의 병태 생리 학적 기전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시 앙와위에서 두위를 정면으로 한 자세에서

안진이 나타나지 않거나 안진이 유발된 자세에서 앙와위 두위 정면자세나 앉

은 자세 또는 일어선 자세를 취하였을때 안진이 소실됨은 이러한 자세에서는

수평반고리관의 cupula가 시상면과 일치하여 비중이 높은 이석이 붙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cupula의 편향(deviation)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에 근거하여 수평반리관의 모양과 방향,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 및 이 때 나타나는 흥분성, 억제성 안진을 Fig . 3.에 도식화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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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3 . S ch e m atic draw in g illu s t rat in g h o w ot olith s att ac h e d t o t h e
c upula of th e rig ht lat eral s em ic irc u lar c an al c an pro du c e ag e otropic
dire ct ion - c h an g in g h oriz ont al po s it ion al ny s t a g m u s an d th e
path ophy s iolo g ic m e ch ani s m of th e e x c it at ory an d in h ibit ory
n y s t a g m u s in rig ht s ide lat eral s em ic irc u lar c an al c upulolit h ia s i s . T he
shape of the lateral semicircular canal is taken from photographs of a
semicircular membranous canal dissected from a fetus by Curthoys and
Oman .18 ) T he position of the utricle and ampulla relative to the head was
derived from CT s of human temporal bones with cuts through the lateral
semicircular canals . Note that the cupula is parallel with the sagit 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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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이 우측 수평반고리관 cupula의 난형낭쪽이나 반고리관쪽에 붙어 있는

경우 좌측(건측)으로 머리를 돌릴때 우측(환측) 수평반고리관의 cupula가 난형

낭쪽(ampullopetal)으로 휘어짐으로써 수평반고리관이 흥분되어 우측(환측)으

로 향하는 강한 흥분성 안진(excitatory ny stagmus)이 나타나고 머리를 우측

(환측)으로 돌릴때 환측 수평반고리관의 cupula가 반고리관쪽(ampullofugal)으

로 휘어짐으로써 수평반고리관이 억제되어 약하게 뛰는 방향전환성 반향지성

의 억제성 안진(inhibitory nystagmus)이 나타난다.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향지성 방향전환성 수평안진이 나타나는 수평반고

리관 canalolithiasis때도 흥분성 안진은 환측으로 향하고, 후반고리관기원의 양

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에서도 Dix - Hallpike position test시 환측으

로 향하는 회전성 안진이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전반고리관기원의 양성 발작

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에서도 유발검사시 환측으로 향하는 안진이 나타난

다는 점을 고려할때 모든 형태의 양성 발작성 두위변환성 어지러움증에서 흥

분성 안진이 향하는 방향이 병변측(lesion side)임을 알 수 있다.

5 . Cupulo lith Re po s it io ning Ma ne uve r (CuRM)

Frenzel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행한 앙와위 두부회전검사로 수평반고

리관 cupulolithiasis가 진단되고 병변측이 결정된 환자에서 이석이 cupula의

양면 중 어느쪽에 붙어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수평반고리

관 cupulolithiasis때 이석이 cupula의 어느쪽에 호발 하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

는 실정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석이 cupula의 어느쪽에 붙어있든지 관계없

이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이석정복술(CuRM )을 고안하였으며 이를 Fig . 4에

도식화하였다. 앙와위 두위 정면자세를 시작자세(start ing posit ion )로 하여 먼

저 병변측 측와위로 전환시키고 머리를 병변측으로 45도 더 회전시켜서 머리

가 시작자세에서 병변측으로 135도 정도 회전한 자세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첫번째 자세(1st position)에서 안진을 관찰하면서 병변측 유양돌기 부위를 주

파수가 60 Hz인 안마기로 약 30초 정도 진동시킨다. 진동중 환자가 어지러움

증이 소실되었다고 표현하거나 약하게 뛰던 반향지성 수평안진이 사라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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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진동을 중단한다. 첫번째 진동중 안진과 어지러움증의 소실은 이석이 병

변측 cupula의 반고리관측에만 붙어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동후

이 자세를 3분간 유지후 두번째 자세로 전환한다. 첫번째 자세를 병변측 90

도가 아닌 135도 회전시키는 이유는 90도 회전한 자세에서 유양돌기 부위를

진동하여 이석을 떨어뜨릴 경우 1996년 Nuti 등
17
이 보고한 예처럼 이석이 반

고리관 팽대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 5와 같

다.

병변측 측와위인 두번째 자세를 3분간 유지후 다시 시작자세와 동일한 앙

와위 두위 정면자세인 세번째 자세로 서서히 전환한 후 안진을 관찰하면 일시

적인 어지러움증과 함께 나타나는 건측으로 향하는 억제성 수평안진이 관찰되

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병변측 cupula의 반고리관측에 붙어있다가 진동에 의해

고리안으로 떨어져나온 이석이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때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환자에서 병변측으로 머리를 돌렸다

가 앙와위 두위 정면자세로 환원할 때 나타나는 안진의 역전(rever sal of

ny stagmus)과 같은 현상이다. 세번째 자세까지 시행하여 cupula의 반고리관측

에 붙어 있던 이석은 cupula반대측 반고리관안까지 이동하게 되지만 난형낭측

에 붙어있는 이석은 초기상태와 변화가 없다. 세번째 자세를 3분간 유지한 후

네번째 자세로 전환하고 안진을 관찰한다. 이 때 반향지성 수평안진이 나타나

면 cupula의 난형낭측에 이석이 붙어있음을 의미하므로 병변측 유양돌기 부위

에 두번째 진동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시킨다. 하지만 일시적인 향지성 수평

안진만이 관찰되는 경우는 cupula의 난형낭측에 붙어있는 이석은 없고 반고리

관측에 붙어있다가 정복되어 cupula반대측 반고리관안까지 이동한 이석이 난

형낭으로 빠져나오는 동안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네번째 자세에서의 유양돌기

부위 진동은 필요치 않다. 네번째 자세를 3분간 유지후 다섯번째 자세로 서서

히 전환하고 이 자세를 3분간 유지함으로써 떨어져나온 이석들은 모두 난형낭

의 가장 앞쪽, 반고리관으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이동하게 된다. 끝으로 마지

막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전환시 머리를 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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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4 . S c h em atic draw in g of Cupulolith R epo s it ion in g M an e uv er
(CuRM ) in c a s e of th e rig ht s ide lat e ral s em ic ircu lar c an al
c upulolit h ia s i s .

- 20 -



F ig . 5 . In c orre c t Cupulolith R epo s it ion in g M an euv er In a lateral
decubitus posit ion with head rotated 90 degrees to the diseased side,
vibrating the mastoid area causes the otoliths which are attached to the
canal side of cupula to fall off and move to the ampulla . If we proceed
with head rotation to the opposite side from this position , the otoliths will
be remained at the ampul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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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평 반고 리관 ca na lo lithias is의 치료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의 병태생리학적 기전 및 이 때 나타나는 흥분

성, 억제성 안진을 도식화한 Fig . 6에서 보면 앙와위 두부회전검사시 머리를

건측인 좌측으로 90도 회전한 자세를 유지할 경우 반고리관안의 유동성 퇴행

성 이석이 위쪽으로는 공통각이 난형낭으로 연결되고 아래쪽으로는 후반고리

관 팽대부가 난형낭과 연결되는 부위까지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이 자세에서

다시 앙와위 두위 정면자세로 머리를 회전할 경우 이석이 다시 반고리관안으

로 들어가게 된다. Vannucchi 등
13
의 forced prolonged position처럼 건측으로

90도 돌아누운 자세를 12시간이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에서는 유동성 이석이 반고리관에서 빠져나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Fig .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고리관에서 빠져나온 이석을 난형낭의 가장 앞쪽, 모든 반고리관

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로 정복시키기 위해서는 Fig . 7에서처럼 3분 간격으로

90도씩 180도 두위를 회전시키는 방법(modified barbecue rotation ; 180도 두위

회전정복술)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수평반고리관의 평면을 따라 두부와 몸을

앙와위 두위 정면 자세에서 시작하여 90도씩 30초 간격으로 270도 회전시키는

Lempert 12의Barbecue rotation은 난형낭으로 빠져나온 이석을 수평반고리관 팽

대부까지 이동시켜 cupula의 난형낭쪽에 붙을 우려가 있다.

수평반고리관 canalolithiasis치료시 유양돌기 부위의 진동은 필요치 않으나

정복후 주의사항과 당일밤 수면시 건측 측와위유지는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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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6 . S ch e m atic draw in g illu s t rat in g h o w f re e f lo at in g ot olith s in
t h e rig ht lat eral s em ic irc u lar c an al c an pro du c e g e otropic
dire ct ion - c h an g in g h oriz ont al po s it ion al ny s t a g m u s an d th e
path ophy s iolo g ic m e ch ani s m of th e e x c it at ory an d in h ibit ory
n y s t a g m u s in rig ht s ide lat eral s e m ic ircu lar c an al c an alolit h ia s i s . T he
shape of the lateral semicircular canal is taken from photographs of a
semicircular membranous canal dissected from a fetus by Curthoys and
Oman .18 ) T he position of the utricle and ampulla relative to the head was
derived from CT s of human temporal bones with cuts through the lateral
semicircular can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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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7 . M o dif ie d B arb e cu e rot at ion in th e tre atm ent of th e rig ht s ide
lat e ral s em ic irc u lar c an al c an alolith ia s i s . After 3 minutes have past
with patient in supine head center position , patient switches to the 1st
position and continues on to the 2nd position . T hey are made by rotating
the head twice, 90 degrees each to the health side with a interval of 3
minutes between them . Finally , patient slowly changes to a sitting posit ion .
After the rotation maneuver has been successfully conducted, advise
neither to lie down nor to incline head to the diseased side until going to
bed and maintain lateral decubitus position to the healthy side while
sleeping as well.

- 24 -



Ⅴ . 결 론

수평반고리관의 cupulolithiasis는 체위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앙와위 두부회전검사를 시행하여 반향지성 방향전환성 수

평안진을 보일때 진단할 수 있으며, 건측으로 두위를 돌릴때 병변측의 cupula

가 난형낭쪽으로 굽어짐으로써 병변쪽으로 뛰는 흥분성 안진(excitatory

ny stagmus)이 나타나게 되고 이 안진은 병변쪽으로 두위를 돌릴때 나타나는

억제성 안진(inhibitory nystagmus )보다 강하다. 즉, 일반적으로 앙와위 두부회

전검사시 약한 안진이 나타나는 두위측이 병변측이다. 그러나, 양측 안진의 강

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더 강한 안진을 보이는 두위측이 병변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때는 급성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의 과거력 또는 치료전후에

나타나거나 동반된 다른 형태의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어지러움증, 반고리

관 마비 소견 등이 병변측 구별에 도움이 된다.

이 질환의 치료시 cupula에 붙어 있는 이석을 떨어뜨리기 위한 병변쪽 유

양돌기 부위의 진동과 떨어진 이석을 빼내기 위한 두위회전 정복술(CuRM )

및 빠져나온 이석의 안정화를 위한 장시간 측와위 유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물리치료는 수평반고리관 cupulolithiasis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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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 ct

Effe ctive ne s s of Cupulo lith Re pos itio ning Ma ne uve r
in the tre atme nt of late ra l s e mic irc ula r ca na l c upulo lithias is

S ung - Wo o Jo

D ep artm en t of M ed icin e
T he Grad uate S chool, Y ons e i Univ ers ity

(Dir ected by Professor W on - San g Lee)

T here are still controver sies in lesion side differentiation and treatment

of the lateral canal cupulolithiasis .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the under standing , side differentiation , and treatment of this disease

through the analysis of clinical features, electronystagmographic (ENG)

result s, treatment maneuver s, and their effectiveness . T wenty three patient s

who show ed ageotropic direction- changing horizontal positional ny stagmus

w ere included in this study . Supine head turning test w as performed to

induce positional nystagmus . Clinical findings and typical features of the

ny stagmus w ere recorded. Neurologic examinations, ENG test s, and MRI (6

cases ) were checked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ny central lesions .

Cupulolith Reposit ioning Maneuver (CuRM ) w as applied and then they

w ere instructed to keep the healthy side lateral decubitus position while

sleeping . T he nystagmus had a short latency , no fatigability , and

per sistency in character . One patient was resolved spontaneously , so w e

could not decide the lesion side. Seventeen out of 22 patient s show 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 een the intensity of both side nystagmus, and all

of them show ed more strong ny stagmus when the head w as rot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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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ffected side. In five patient s who show 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 een the intensity of both side nystagmus, tw o cases show ed same

result s but three cases showed opposite result s . T ypical nystagmus and

spinning sensation in supine head- turning test had completely subsided

after physical therapy . In the cupulolithiasis of lateral semicircular canal,

ageotropic ny stagmus is more strong when the pathological ear is at the

uppermost position , and this excitatory nystagmus beat s to the lesion side.

But , if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 een the intensity of both side

ny stagmus, associated canal paresis, other types of BPPV, past history of

acute vestibuloneuritis , Meniere ' s disease etc might be helpful to localize

the lesion side. CuRM and post - treatment lateral decubitus position kept

during the night (while sleeping on the day of treatment ) are effective in

treating the cupulolithiasis of lateral semicircular canal.

K ey W ords : cupulolithiasis , lateral semicircular canal, cupulolith

repositioning maneuver (Cu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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