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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diologic Evaluation of Children with Dizziness 
 

Misook Lee,1 Yonggyu Seo1 and Hyangcho Kim2 
1Speech language Pathology & Audiology, Kaya Universoity, Kimhae, Korea 

 2Department of Otolaryngolgoy, Jesaeng Hospital, Seongnam, Korea 

 
In this study, retrospective studies were conducted for the total of 16 children who visited the clinic for major symptoms of dizziness. 
The main purpose of this analysis was to examine typical patterns in subject population and possible linkage between dizziness and 
auditory function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with dizziness had diverse causes of symptoms and demonstrated no significant 
relatedness with hearing loss. However, subjects reported frequent signs of tinnitus and Meniere disease. Therefore, in addition to 
vestibular function tests, other batteries of audiological evaluation should be required to identify the proper causes. 
 
KEY WORDS：Dizziness·Audiologic evaluation·Hearing loss. 

 
 

INTRODUCTION 
 

한 통계에 의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중 약 3분의 1 

이상이, 초등학생의 약 절반 이상이 머리가 아픈 적이 있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지럼증이 함께 동반

됨으로써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있다.2) 특히 아동에서의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증세로써 일

차 진료를 하는 의사를 찾는 원인 중 두통 다음으로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소아들의 경우 

대부분 성인 어지럼증과는 다른 다양한 원인과 양상을 갖

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이들이 어지럼증을 호소

할 때는 두통, 청력감소 등의 증상들을 함께 유발할 수 있

는 다양한 원인질병을 갖고 있는데 관련 연구에 의하면 어

지럼증을 주소로 방문한 15세 이하 132명의 소아 중 55명

에서 편두통 17명(30.9%), 소아양성발작성 어지럼증 14명

(25.5%), 외상 4명(7.3%), 메니에르 병 2명(3.6%), 지연성 

내림프수종 2명(3.6%), 양성 체위성 어지럼증 2명(3.6%) 

등의 순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외에 정확한 원인을 구분할 

수 없었던 경우가 10명(18%)으로 나타나 소아가 어지럼

증을 호소할 때 두통, 청력감소 등의 증상들을 함께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질병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유소아의 청력손실 중에 약 27%가 유전성에 의한 손실

로 영구적 장애를 유발하므로 유아에서의 청력 선별검사 및 

추적관찰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유전성 청

력손실을 갖는 아동의 25%는 전정기능의 이상이 동반되며, 

소아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중이염과 중이 내 삼출액은 소

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면서 환기관 삽입술

로 쉽게 완화되는 가역적 질환이다. 기능적인 면에서 청력

손실과 함께 존재하는 전정기능 저하는 신체동작 시에 정

확한 시야정보의 습득이 안 돼 이차적인 시력발달을 저해하

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유소아의 정상적 성장에 심

각한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아에서 어지럼증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및 세

심한 추적관찰이 매우 중요하나 이들은 증상의 호소가 모

호하여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연구 결과도 많

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청력검사를 통해 소아의 어지러운 

양상을 관찰하고 소아 어지럼증과 청력감소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향후 청력손실에 대한 예측자료로써 유용성을 얻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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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어지럼증을 주 증상으로 내원한 8~15세(평균나이 12.6

세) 소아 남자 9명, 여자 6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방법 및 절차  

피검자들은 250 Hz에서 8,000 Hz까지 기도와 골도 순

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중이기능 평

가를 위해 이미턴스(Immittance Audiometer)검사를 시

행하였다. 이음향방사의 측정은 45 dBA 이하의 방음실에

서 안락한 자세에서 가급적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를 준 후 

Otodynamic ILO 92 이음향방사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DPOAE 잠복기는 두 자극음(f1, f2)을 동시에 준 

후 와우의 외유모세포에서 되돌아오는 2f1-f2 반응의 위상

을 외이도에서 측정한 뒤 다시 F2 sweep method에 따라 

f1은 고정한 채 f2를 변화시켜 위상을 재측정하여 두 위상

의 차이(phase gradient)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자발이음

향방사와 변조 이음향방사(DPOAE) 잠복기 측정은 프로

브의 거치에 따른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브를 빼지 

않고 연속해서 측정하였다. 자발 이음향방사(SOAEs) 양성

판정은 소음기준(noise floor)보다 3 dB 이상일 때로 하였

다. p-value<.05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RESULTS 
 

1) 연령에 따른 결과 분석을 통해 10세 이후의 연령인 

13명(86%)에서 어지러움으로 내원한 소아수가 증가하였

음이 관찰되었으며(Fig. 1) 특히, 여아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소아수가 증가하였다(Fig. 2). 

2) 대상 소아 모두 순음청력역치는 기도와 골도 역치 모

두 15 dBHL이내의 정상 범위로 청력손실을 보이지 않았

으며(Table 1) 동반된 질환으로는 이명 9명(60%), 편두

통 5명(33.3%), 귀 먹먹함이 3명(20%)을 나타냈다. 

3) 자발 이음향방사(SOAEs) 결과 발현 율은 73.3%며 

정점 수는 평균 2.9개(1~8개)를 보였고 평균 발현 주파수

는 1,925 Hz, 평균 발현강도는 -6.91 dB 였다. 

일시적 유발 이음향방사(TEOAEs)는 모든 대상에서 94%, 

10 dB 이상의 발현율을 보였으며 각 주파수별 변조 이음향

방사(DPOAE) 잠복기는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한 소아에

서 정상청력의 10대 소아 평균 잠복기와 비교해 1 kHz를 

제외하곤 빠르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p>.05)(Fig. 3). 

4) 전정기능검사 이상 소견은 BPPV 1예, Vestibular ne-
uritis 1예, Meniere.s disease 1예, Vestibular dysfunction 

1예, Vestibulopathy 1예로 나타났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어지럼증과 관련된 증상은 성인과 같은 말초 전정관계 

질환이 가장 많으나 청각관계 질환 보고 또한 증대되고 있

Table 1. 어지러움 소아의 평균 순음청력역치 

주파수 (kHz) 

  0.25 kHz 0.5 kHz 1 kHz 2 kHz 4 kHz 8 kHz 

Mean 12 9 8.67 6.33 6.3 8.33 기도 

SD 4.14 5.07 3.99 3.51 5.81 4.08 

Mean 7 5 6.2 5.2 4.35 5.07 골도 

SD 2.03 3.31 1.2 1.05 2.4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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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나이에 따른 어지러움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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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어지러움 발생에 따른 남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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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어지러움 발병 소아와 정상 청력 소아에서의 DPOAE 잠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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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중 하나가 삼출성 중이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메니

에르 병이다. 특히 삼출성 중이염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중

이강 내의 음압이 난원창이나 정원창을 통해 내이로 전달

되어 림프액의 이차적인 흐름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중이 저류액에 의한 염증의 내이로의 파급을 그 원인으로 

두고 있다. Riina N 등은 중이염과 중이 내 삼출액은 어지러

움과 관련지어 소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중의 하

나라고 보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는 정상고막 소견을 보이

는 아동에서 청각, 전정기능 평가를 통해 회전성 현운과 두

통만을 보고하여 그의 연구와는 다른 주장을 하였다.7) 

또한 Erbek SH 등은 아동에서 어지러움을 관찰한 결과 

편두통이 가장 많이 동반되며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저

주파수 감각신경성 난청 또한 발견되어 청각학적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 본 연구에서 어지러움을 보이는 소

아에서 청력손실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귀 먹먹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아 3명은 이학적 검사 및 고막운동성 계측도 

상 정상적인‘A’형태를 보여 중이염 관련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약 60%에서 이명을 동반하였다. 따라서 어지럼

증 소아에서 중이기능을 포함한 이명 관련 청각학적 평가 

또한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소아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청각관

계 질환은 메니에르 병이다. 본 연구에서도 어지럼증을 동반

한 소아에서 메니에르 병 환아가 1명 발견되었다. 이에 대

해 일부의 연구들은 두통을 호소하는 소아에서 빈번하지는 

않지만 메니에르 병이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6) Battista 

RA는 두통을 동반한 어지럼증 환자에서 감각신경성 청력손

실이 진행되는 양태를 보이며 메니에르 병 환자에서는 유의

하게 저주파수 순음청력역치가 나쁘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

였다.1) 따라서 이들의 진단에 있어 순음청력검사가 두통을 

동반한 어지러움과 메니에르 병 구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

다. 따라서 이들에서 병리적 소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

관적인 순음청력검사가 요구되나 검사시행이 불가능한 유소

아의 경우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 진단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각성상태 유지 및 기계에 대한 두

려움으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

고 객관적이며 비 침습적인 검사방법이 요구되는데 Harris 

FP 등은 메니에르 병 소아에서 이음향방사의 진폭이 낮아

지거나 정상 성인과는 유의한 특성을 보여 진단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3) 본 연구에서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되

어진 소아 1명은 일과성 유발 이음향방사(TEOAE)의 rep-
roducibility는 91%로 정상성인 소아의 평균 94%, 두통을 

동반한 어지러움 소아 95%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은 유

의성은 없었다(p>.05). 변조 이음향방사(DPOAE)의 잠복

기는 두 소아에서 비슷하였다. 그러나 순음청력역치가 다른 

어지럼증 아동의 평균 역치에 비해 250 Hz에서 8 dB, 500 

Hz에서 6 dB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아 어지러움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청

력검사 결과 15 dB 이상의 청력손실은 동반되지 않았으나 

총 15명 중 9명(60%)에서 이명 소견을 보였고 1명(6%)

에서 메니에르 병 소견을 보이므로 어지러움 자체만을 진

단 및 치료하기보다는 청력검사를 통한 청각기관의 이상소

견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4-6) 
 

중심 단어：소아어지럼증·청력검사·청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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