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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박동성 이명은 환자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감각신경성 이명

과는 달리 단속적이고 맥박과 일치하는 양상의 이명이며, 대부

분 혈관에서 기인하는 이명으로서 혈류의 증가 또는 혈관의 협

착에 의해 와류가 발생할 때 들리게 된다. 대개 저음역대의 소리

가 환자의 맥박과 일치해서 들리며 외부의 움직임 또는 자세의 

변화에 따라 이명 크기가 변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일측성인 

경우는 동정맥 누공(arteriovenous fistula), 혈관류(aneurysm), 

종양 등의 기질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면 이명도 소실되기 때

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의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정맥

성 이명의 경우 경정맥구의 골결손이나 고위경정맥구(dehisence 

or high jugular bulb) 같은 경정맥구의 이상과 S상 정맥동게실

(sigmoid sinus diverticulum) 같은 해부학적인 이상이 가장 흔

하다. 그러나 혈관의 이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면서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들리는 아주 희귀한 박동성 이명의 경우

도 있다. 그중에서 두통과 불규칙한 월경 증세를 동반한 젊은 

비만 여성에게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두개 내압의 상승과 관련

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증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논문에서는 젊은 여성에서 특별한 혈관의 구조적 이상이 

없이 발생한, 특발성의 두개내고혈압에 따른 박동성 이명 1예

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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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23세 여자 환자가 4개월 전에 시작되어 3주 전부터 심해진 

우측 귀의 이명을 주소로 강원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였다. 이명의 양상은 간헐적이었으며 심장의 박동과 유

사한 리듬으로 느껴지는 박동성이었으며, 과거력에서 두부 외

상의 병력은 없었다. 이경검사에서 외이도, 고막, 중이강 등은 

모두 정상 소견으로 관찰되었다. 경부 청진 시 들리는 혈관 잡음

은 없었으며 손가락으로 양측 경정맥을 압박하였을 때 이명의 

강도가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청력검사상 순음청력검사(Figure 

1A)와 고막운동성검사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이명도검사상 음

조는 125 Hz, 음량은 30 dB에 매칭되며 규칙적인 주기를 보이

는 박동성 이명으로 확인되었다. 측두골컴퓨터단층좔영(tem-

poral bone CT)에서도 외이, 중이, 내이 유양동과 경정맥 및 경

동맥에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우선적

으로 약물치료 시행을 고려하였고 심박 수와 심박출량을 낮추

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박동성 이명의 1차 치료 약물로 

흔히 사용되는 beta blocker (프로프라놀롤 10 mg bid)를 경구 

처방하였다. 1주 후 환자의 이명은 완전히 소실되어 이후 약물 

사용을 중단하고 경과 관찰하였다. 

이로부터 약 5개월 후 환자는 2주 전부터 발생한 어지럼증 및 

두통을 주소로 외래에 다시 내원하였다. 천장이 빙글 도는 양

상의 어지럼증이 2주 전부터 시작하였고 두통이 동반되었으며 

이전에 있었던 이명은 더욱 크게 들려서 좌측에서도 소리가 난

다고 하였다. 이외에 다른 이과적 증상은 동반되지 않았고 특징

적으로 증상의 악화가 생리주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다. 비

디오안진검사를 이용한 전정기능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

며 순음청력검사상 처음과 달리 저음역에서 5~10 dB의 청력저

하가 관찰되었다(Figure 1B). Beta blocker에 추가로 이뇨제인 

dichlozid와 isobide를 2주 투여하였으나 이명 및 어지럼증, 두

통이 지속되었다. 환자가 매우 비만한 가임기 젊은 여성이고 두

통이 지속적으로 동반되며 일반적인 박동성 이명 치료 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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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ure tone audiometry per-
formed on tinnitus-aggravation period. A: 
Initial outpatient department visit, B: 
Tinnitus-aggravation period. Slight thresh-
old shift were observed in lower frequen-
cy areas of both ears. AC: air conduc-
tion, BC: bone co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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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박동성 이명이 

의심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과에 의뢰하여 안저검사를 

시행하였고 두개 내압 상승을 시사하는 유두의 부종이 확인되

었다(Figure 2). 이후 환자는 신경과로 전과되어 시행한 요추 

천자(spinal tapping)검사에서 뇌척수액 압력이 45 cmH20로 

측정되어 두개내고혈압이 확인되었고 두개 내압 상승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시행한 brain MRI와 MRA 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어 특발성 두개내고혈압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또한 일반 

혈액검사 및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되었

고 원인 감별을 위해 위장관 내시경 및 산부인과 검진을 시행하

였고 철분 보충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체중 감량, 저염

식이, 뇌압강하제인 carbonic anhydrase inhibitor (acetazol-
amide) 500 mg bid 투여를 병행하였고 2개월 후 환자의 이명은 

소실되어 현재까지 증상이 유지되고 있다.

DISCUSSIONS

박동성 이명은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크게 혈관성 원인

과 비혈관성 원인으로 분류되며 혈관성 이명은 동맥성과 정맥

성 원인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이 경우 대부분 혈류 증가 또는 

혈관 내면의 협착이 이명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Mattox 

& Hudgins, 2008). 적절한 기질적 원인을 확인하여 치료하면 

이명의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

지만 박동성 이명의 약 30%에서는 그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

다(Sonmez et al., 2007). 

정맥 기원의 박동성 이명은 두개내고혈압 및 두개 기저부 정

맥의 변이 등을 포함하며 두개내고혈압 환자의 최대 65%가 박

동성 이명을 경험한다고 한다(Skau et al., 2011). 두개내고혈압

은 뇌 내부의 공간을 점유하는 병변 혹은 정맥동의 혈전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데 잠재적으로 두 가지 모두 박동성 이

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두개내고혈압 중 뇌 내부의 구조적 이상

이나 종양 등 특별한 원인이 없이 두개 내압이 상승하여 두통, 

오심, 구토, 시력감소, 복시, 어지럼증 및 박동성 이명을 보이는 

경우를 특발성 두개내고혈압(idiopathic intracranial hyperten-
sion)이라 한다. 과거에는 이를 가성 뇌종양(psuedotumor cere-
bri), 또는 양성 두개내고혈압(benign intracranial hyperten-
sion)이라 불렀으며 뇌척수액 검사에서의 뇌압 상승 외에는 정

상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Skau et al., 2006).

박동성 이명은 특발성 두개내고혈압의 가장 흔한 증상이며 

유일한 징후일 수도 있다. 또한 청력저하, 어지럼증, 이충만감 등

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환자들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

는 경우가 많다(Sismanis, 2011). 아직 이 질환의 정확한 병태생

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90% 이상의 환자가 가임기의 비만

한 여성으로 가끔 V, VI, VII번 뇌신경의 마비를 동반하나 대부

분 특이한 신경학적 장애 없이 두개 내압 상승 소견을 보인다. 

본 증례의 경우 신장 170 cm, 체중 114 kg, body mass index 

39.4의 고도비만으로 특발성 두개내고혈압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만은 특발성 두개내고혈압의 주요 위험

인자로 제시되어 왔으며 가장 유력한 가설로 중심성 비만에 의

한 복강 내 압력 증가가 횡격막의 상승을 가져오면 이에 따라 흉

강 내압이 상승하여 뇌로부터 정맥 환류의 저항이 높아지고 이

로 인한 두개 내압의 상승이 제시되고 있다(Sugerman et al., 

1997).

또한 초기 청력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저음역대의 감각신

경성 난청이 이명이 악화된 후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경도의 저

음역 청력저하는 저음역 이명에 의해 청력검사 시에 검사음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차폐효과(masking effect)로 설명 가능하

다(Sismanis, 1987). 또한 증가된 두개 내압으로 인한 청신경 및 

뇌간의 직접적인 압박이 청력저하 및 현훈의 원인으로 지목되

고 있는데 그 근거로 Sismanis는 이러한 환자군의 30% 정도에

서 비정상적인 청각유발반응(auditory-evoked response; pro-
longed interpeak latency)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Figure 2. Photographs of fundus. Mod-
erate degree of papilledema are observed 
in both eyes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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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manis et al., 1990).

본 증례의 환자에서 나타난 철결핍성 빈혈은 이에 동반한 뇌 

혈류량의 증가 및 혈액량의 증가로 두개 내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빈혈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빈혈의 교

정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뚜렷한 이명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

(Stoebner et al., 1970). 또한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생리량

이 많은 경우 빈혈이 악화되기 때문에 생리주기에 따른 이명의 

변화도 설명이 가능하다.

특발성 두개내고혈압의 확진을 위해서는 요추 천자를 통하

여 뇌척수액 압력이 25 cmH20 이상임을 확인해야 하고 영상검

사를 통한 다른 뇌내 기질적 원인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 본 증례에서 영상검사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뇌

척수액 압력은 45 cmH20로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고가의 또

는 침습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간단한 안저검사를 통해 

유두 부종을 확인함으로써 두개 내압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야장애 등도 특발성 두개내고혈압에서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안과 협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

두골 컴퓨터단층촬영 및 brain-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구조

적 이상 소견이 없는 박동성 이명으로 특히 환자가 가임기의 

젊은 비만 여성일 경우 안저검사로 유두부종의 소견을 확인함

으로써 특발성 두개내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고 뇌척수액 검사

를 통하여 이를 확진할 수 있다. 이러한 박동성 이명의 경우 체

중감량, 저염분 식이, acetazolamide의 투여로 효과적인 치료

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 비해 고도비만 환자가 적

기 때문에 특발성 두개내고혈압 유발 박동성 이명 환자는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비인후과적 영역 이외의 다른 기질

적 원인으로 인해 이명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환자가 이를 

주소로 이비인후과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0:0�이명·특발성 두개내고혈압·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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