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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Banhabaekchulcheonma-tang on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in the Chinese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Database
(CNKI).
Methods: RCTs were included that tested the effect of Banhabaekchulcheonma-tang on BPPV. A study of the literature

in the CNKI was performed for papers published from January 1, 2011 to June 30, 2021.
Results: A total of eight RCT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ll studies identified the effect of Banhabaekchulcheonma-tang

in the treatment of BPPV.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was higher in the interven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s
shown through evaluation indicators, including the total effective rate,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 and blood lipids.
Conclusion: Treatment with Banhabaakchulcheonma-tang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treating BPPV. However, due to

the low quality of available studies, the significance of this conclusion is somewhat limited. Further clinical studies are needed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is and treatment methods for BPPV based on Korean medicine.

Key words: Banhabaakchulcheonma-tang,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traditional herb medicine,
Banxiabaizhutianma decotion

Ⅰ. 서 론

양성돌발두위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은 두위나 자세변환에 의해 짧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회전성 어지럼을 특징으로

하며 가장 흔한 어지럼의 원인질환이다1,2.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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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난원낭반(utriclular macule)에 위치한 이석

(otolith)이 퇴화되면서 생긴 이석 부스러기들이 반

고리관으로 들어가거나 팽대마루(cupula)에 달라

붙어 두위나 체위변환에 의해 반고리관 내에서 이

동하거나 중력방향으로 팽대부를 굴곡시켜 팽대부

의 흥분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회전성 어지럼이

발생하는 질환이다3.

BPPV는 세 개의 반고리관 중 어느 곳에서든 발

생할 수 있는데, 후반고리관성 BPPV(BPPV involving

the posterior semicircular canal, PC-BPPV)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보고들에 의하면

수평반고리관성 BPPV(BPPV involving the horizontal

semicircular canal, HC-BPPV)도 PC-BPPV와 비

슷한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발병

연령은 10대에서 80대까지 넓은 분포를 가지고 50대

중, 후반에 가장 호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 발생률은 100,000명 중 64명으로 알려져 있다5.

BPPV는 회전성 어지러움을 보이는 말초성 내

이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일 질환으

로6, 전체 어지럼증 환자 중 약 20% 정도가 BPPV

환자이며 소아에서도 발생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

록 BPPV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노인 어지럼증

에서는 BPPV가 약 50%의 비중을 차지한다7. 발생

부위를 보면 후방반고리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61.5%로 가장 높고, 이어서 측방반고리관에서 32%

의 비율로 발생하며, 전방반고리관에서의 BPPV는

3%로 가장 낮다8.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 上氣不

足, 髓海不足, 肝風, 痰, 風火, 氣虛, 血虛, 腎虛 등

을 기술하였고 각각의 병인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

으로 치료법을 달리 기술하고 있다9. 그 중 痰飮은

현훈의 주요 병기로 인식되어 왔으며10, 痰暈의 대

표적인 처방으로 半夏白朮天麻湯, 澤瀉湯, 天麻半

夏湯, 淸暈化痰湯 등이 있다11. 半夏白朮天麻湯은

李東垣의 ≪脾胃論≫에 최초로 수록된 처방인데,

脾胃가 허약한 것, 痰厥頭痛, 四肢厥冷, 嘔吐眩暈을

치료하며, 痰厥頭痛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眩暈에

도 활용되는 처방12이다.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에 관한 국내 한방치료

연구결과로는 半夏白朮天麻湯이 8편12-19, 澤瀉湯 3

편17,20,21, 滋陰健脾湯을 활용한 연구가 3편15,16,22이었

다. 이외에 白朮湯13, 星香正氣散23, 八物湯23, 香砂平

胃散15, 夏朮補心湯14, 淸心蓮子湯16, 補心瀉火淸肝湯

(溫膽湯加味)16, ≪東醫四象新編≫ 祛風散24, 少陽人

荊防導赤散25, 歸脾湯26, 補中益氣湯27, 少陽人 荊防

地黃湯19, 淸上蠲痛湯28, 茯苓半夏湯29, 太陰調胃湯18,

調胃升淸湯18이 각각 1편씩에서 활용되었다.

국내에서는 BPPV에 대한 半夏白朮天麻湯의 빈

번한 임상활용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이 체계적으로

검토된 문헌이 보고된 바 없어 중국에서의 BPPV

에 半夏白朮天麻湯을 이용한 한약치료에 대한 동

향을 살펴보고 향후 BPPV의 치료 및 임상현장에

서의 半夏白朮天麻湯의 활용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

하는데 바탕이 되기 위하여CNKI(Chinese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Database) 검색을 통하

여 최근 10년간 발표된 임상논문을 분석하여, 체계

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문헌검색 전략 및 선정방법

논문 검색은 대표적인 중국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인

중국학술정보원 CNKI(Chinese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Database, including China Academic

Journals Full-text Database(CJFD), China Doctoral

Dissertations and Masters’ Theses Full-text Database

(CDMD)의 검색원에서 2021년 7월 1일 검색을 시

행하였다. 검색어는 “半夏白朮天麻湯”, “良性阵发

性位置性眩晕”, “良性位置性眩晕”, “Banxia baizhu

tianma”, “BPPV”,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등의 조합을 사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으

며, 최근 10년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발간된 논문전체

를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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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및 배제기준

검색된 논문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

조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를 포

함하고, 단일군 전후연구, 종설논문, 단행본, 인터

넷자료, 비출판자료는 제외하였다. 대상자는 BPPV

를 포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半夏白朮天麻

湯을 중심으로 한 한약치료의 BPPV에 대한 임상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한약을 중

재로 사용하여 BPPV 환자를 치료한 연구를 포함하

였다. 즉, 한약단독군과 양약단독군의 비교연구, 한약

과 양약 병용군과 양약단독군을 비교한 연구를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BPPV의 경우 Dix-Hallpike

maneuver를 기초로 한 Epley maneuver 혹은 Barbecue

maneuver 등의 수기요법이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한약단독군 및 수기요법 단독군, 한약 및 수

기요법 병용군과 수기요법 단독군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한약을 중재로 사용하였으나, 한약치

료의 임상효과가 아닌 기타 한방치료의 효과를 보

고한 연구는 배제하였다.

한약치료의 중재 선정 및 배제기준은 半夏白朮

天麻湯의 기본방에 약재를 가감한 경우는 포함하

였고 半夏, 白朮, 天麻를 기본 구성으로 全載하였

을때, 기본 구성이 누락되어있는 연구는 제외하였

다. 또한, 半夏白朮天麻湯에 다른 처방을 합방한

연구는 半夏白朮天麻湯의 단독효과를 확인하기 어

려워 제외하였다.

3. 문헌선택 및 자료분석

두 명의 독립된 연구자(GGH, KMH)가 진행하

였으며, 검색된 문헌의 서지정보를 서지관리프로그

램인 Zotero를 활용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 각자 검

색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누락되는 연구가 없게끔

하였다. 중복제거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된 논문들

중 중복되는 논문을 제거하였다. 1차로 제목(Title)

과 초록(Abstract)을 통해 연구 대상, 중재 및 무

작위 대조군 연구 구조와 관련 없는 논문을 배제

하고 2차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원문을 확보하

여 추가 정보를 확인 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

는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두 명의 연구자는

독립으로 최종 선정된 연구들의 연구설계, 연구 대

상자, 진단도구, 평가지표, 주요결과 등에 대해 각

각 분석하였다. 연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제3자(OSH)가 개입하여 다수결로 최종포함 여부

를 결정하였다.

Ⅲ. 결 과

1. 문헌선별

CNKI 검색 데이터베이스 상 총 22편 검색되었

다. 1차적으로 문헌과 초록을 검토하여 2011년 이

전에 발행된 문헌(n=4), 학위 논문(n=1), 회의문

(n=2), RCT가 아닌 연구(n=3) 등의 총 10편의

문헌을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하여

2차적으로 1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후 전문

검토를 통해 추가적이 정보를 획득하여 포함 기준

에 맞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였다. 半夏白朮天麻湯

외의 처방이 합방된 경우(n=2), 중복 문헌(n=1),

침 치료의 효과를 관찰한 경우(n=1)를 배제하여

총 8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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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selection process.

2. 문헌분석

1) 연구설계

최종 선정된 8편의 연구는 모두 중국에서 수행

되었으며, 중국 저널에 기재된 논문이었다. 8편의

연구 중 7편이 2-arm study로, 수기요법과 한약 복

합 치료군과 수기요법 단독 치료군의 비교 연구

(n=6)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수기요법 및 한약

복합 치료군과 양약 단독 치료군을 비교한 연구가

1편 있었다. 3-arm study는 1편으로, 수기요법 및

한약 복합 치료군, 한약 단독 치료군, 수기요법 단

독 치료군을 비교한 연구였다(Tabl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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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Sample size Age

THM Maneuver Evaluation Results Periods of
treatment

Total

Intervention 1
(THM+Maneuver)

(average)

Intervention 2
(THM)
(average)

Control
(Maneuver)
(average)

I1) sample size
(M/F)

I2) sample size
(M/F)

c) sample size
(M/F)

1. THM+Maneuver vs THM vs Maneuver

Wang
(2015)37

180

I1) (43.5) I2) (42.1) c) (45.7)
Bx

(Tid, 300 ml/day,
1 week)

M.E+Bx 1. Clinical
effective P<0.05

3 day,
10 day,
30 day

I1) 60 (30/30)
I2) 60 (25/35)
c) 60 (28/32)

I) : intervention group, C) : control group, THM : traditional herbal medicine, Bx : Banhabaekchulcheoma-tang, M.E
: modified Epley maneuver

Table 2. Summary of 1 RCTs Included in This Review

2) 연구대상

(1) 진단 및 변증도구

대상선정 시 진단기준은 西醫學 진단 기준과 中

醫學 진단기준의 두 가지 진단기준을 활용하였는

데, 西醫學 진단기준으로는 ≪中華醫學會鼻咽喉頭

頸外科制定的BPPV指南≫30, ≪2017良性陣發性位置

性眩暈診斷和治療指南≫31, ≪我國梅尼埃病與良性陣

發性位置性眩暈診斷和治療指南≫32, ≪BPPV診斷和

治療指南≫33, ≪良性陣發性位置性眩暈的診斷依據和

療效評估≫36가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임상증상에 의

한 선정기준이 보고되었다. 中醫學 진단기준으로

≪中藥新藥臨床硏究指導原則≫30, ≪中醫內科學≫31,

≪中醫病証診斷療效標準≫31, ≪中藥新藥治療眩暈的

臨床硏究指導原則≫31, ≪中醫內科疾病診療常規≫34

가 사용되었다(Table 3).

Author
Diagnosis criteria

Western medicine diagnosis Chinese medicine diagnosis
Lei (2016)30 中華醫学会鼻咽喉头颈外科制定的BPPV指南 中药新药临床研究指导原则

Qiao (2020)31 2017年良性阵发性位置性眩晕诊断和治疗指南
中醫内科学, 中醫病证诊断疗效标准,
中药新药治疗眩晕的临床研究指导原则

Li (2020)32 我国梅尼埃病與良性阵发性位置性眩晕诊断和治疗指南 Not reported
Wu (2017)33 BPPV 诊断和治疗指南 Not reported
Luo (2018)34 Not reported 中醫内科疾病诊疗常规
Luo (2019)35 Not reported Not reported
Liu (2021)36 良性阵发性位置性眩晕的诊断依据和疗效评估 Not reported
Wang (2015)37 Not reported Not reported

Table 3. Diagnosis Criteria

(2) 배제기준

BPPV가 아닌 어지럼증을 배제하기 위해 메니

에르증후군, 중이염, 전정신경염, 뇌 및 경추의 공

간점유성 병변, 경추증, 뇌혈관질환, 악성 종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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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심장, 간, 신장질환 등 내과질환 및 중추신경

계질환을 배제하였고, 정신질환, 임산부, 장기 음주

및 흡연을 배제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치료군 및 대조군

(1) 대상자 및 치료기간

연구대상자 수는 30명에서 80명으로 다양하였으

며, 평균 62.625명이었다. 치료기간은 2주일(14일)

이 4편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인 연구가 2편이었

으며, 치료기간이 28일인 연구가 1편 있었다. Wang

등37의 연구는 치료기간이 3일, 10일, 30일이었다.

(2) 치료방법

선별된 논문은 모두 半夏白朮天麻湯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증상이나 변증에 따라 기본처방에 약

재를 가감하였다. 半夏白朮天麻은 半夏, 陳皮, 麥

芽, 白朮, 神麴, 蒼朮, 人蔘, 黃芪, 天麻, 白茯笭, 澤

瀉, 乾薑, 黃柏, 生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38 연구에

서 사용한 半夏白朮天麻湯의 기본 구성은 半夏白

朮天麻湯의 원방과는 차이가 있으나 각 연구별로

는 유사하며, 사용된 약재의 용량 및 종류는 개별

연구별로 차이를 보였고, 부수 증상에 따라 다양한

약재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半夏白朮天麻湯의 기

본처방구성에 빈용된 약재는 半夏, 白朮, 天麻가 8

편의 연구에서 모두 사용되었고, 茯笭, 生薑, 大棗,

陳皮가 7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 외에 甘草

6편, 澤瀉, 黃芪가 각 5편에서 사용되었으며, 黃柏,

乾薑, 蒼朮, 人蔘, 神麯, 大麥이 각 1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모든 연구에서 사용한 처방구성은 하

루 복용량을 기준으로 하였다(Table 4). 환자의 증

상에 따라 기본처방에 약재를 추가한 연구는 총 4

편30,31,33,36이 있었는데 가감에 사용된 약재는 竹茹가

4편에서 사용되었고, 代赭石, 砂仁, 石菖蒲, 旋覆花

이 각 3편, 酸棗仁, 柴胡, 鬱金, 澤瀉이 각 2편의 연

구에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黨蔘, 白豆蔲, 夜交

藤, 玄蔘, 黃芩, 黃芪, 黃連가 각 1편의 연구에서 사

용되었다(Table 5). Liu 등36의 연구에서는 澤瀉와

黃芪를 증상에 따른 추가 약재로 사용하였는데, 澤

瀉는 濕重한 환자들에게 추가하였고, 黃芪는 氣虛

한 환자들에게 추가하였다.

수기요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Epley 수기요법 혹

은 변형 Epley 수기요법(Modified Epley Maneuver)

를 사용하였는데, 각 연구별로 시행한 수기요법은

세부적인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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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Medicinal herbs
4 Phyllostachyos Caulis (竹茹)

3 Haematitum (代赭石), Amomi Fructus (砂仁), Acori Graminei Rhizoma (石菖蒲),
Inulae Flos (旋覆花)

2 Zizyphi Semen (酸棗仁), Bupleuri Radix (柴胡), Curcumae Radix (鬱金),
Alismatis Rhizoma (澤瀉)

1
Codonopsis Pilosulae Radix (黨蔘), Amomi Fructus Rotundus (白豆蔲),

Polygoni Multiflori Caulis (夜交藤), Scrophulariae Radix (玄參),
Scutellariae Radix (黃芩), Astragali Radix (黃芪), Coptidis Rhizoma (黃連)

Table 5. Frequency of Added Medicinal Herbs

Author
(year) Method of Maneuver

Lei
(2016)30

1) The patient sat on the treatment bed and turned his head 45 degrees to the affected side with
the help of the doctor and quickly lowered his head 30 degrees above the bedside.

2) With the help of the doctor, the patient's head was gradually straightened and then turned 45 degrees
to the healthy side.

3) The patient's head and body were turned to the healthy side, lying on his side in the treatment
bed with a head deviation angle of 135 degrees.

4) Patient sits up and tilts his head forward 20 degrees.
Step 4 above is 1 cycle, and after treatment, stabilize for 30 to 60 seconds until the eye tremor disappears.

Qiao
(2020)31

First, take the patient's seat and turn the patient's head 45° to one side of the treatment, quickly
switch the patient to the supine position, and the neck is stretched. In this case, the patient's eye
tremor is observed, and this position is maintained for 1 to 2 min. Then rotate the patient's head
90° to the other side, keeping the neck fully extended. Next, maintaining the opposite angle of
patient’s head and body, quickly switch the patient toward healthy side of the body. At this time,
the head located diagonally with 1st Dix-Hallpike.

Li
(2020)32

The patient take ride side lying down, requiring patient to lie back and bend his knee, The
operator fixes the patient's head with both hands, asking the patient to grab the operator's left
forearm. using the right hip axis point, quickly flip the patient 180° to the left lateral position.
Hold five minutes. End of operation.

Wu
(2017)33

The patient sits on the bed and turns his head 45° to the affected sid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doctor. Quickly lower the head 15° over the edge of the bed. Gradually straighten and continue to
rotate 45° towards the affected side. Helps the patient's head to turn to the healthy side,
positioning lying on his side, 115° angle between head and examination bed. Patient sits up and
tilts his head forward 20 degrees.

Luo
(2018)34

Turn the patient's head 45° to the affected side with the seat taken. With the help of a doctor, lie
down and hang patient’s head 30°. The patient goes through a moderate head extension and ensure
lateral position and turn head down 45° during rotation. Finally, slowly return to sitted postion
and hold patient’s head forward 30°

Luo
(2019)35

The patient sits on the bed and turns his head 45° to the affected sid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doctor. Quickly lower the head 30° over the edge of the bed. Gradually straighten and continue to
rotate 45° towards the affected side. Helps the patient's head to turn to the healthy side,
positioning lying on his side, 115° angle between head and examination bed. Patient sits up and
tilts his head forward 20 degrees.

Table 6. Specify of Maneuver Method



권기현⋅오서혜⋅박은수⋅김미현⋅홍승효⋅송금주⋅박은영

581

3) 평가지표

선정된 8편의 논문에서는 평가 지표로서 총유효

율(Total Effective rate), DHI(Dizziness handicap

inventory), Blood lipid, 재발률(Recurrent rate),

임상증상점수(Clinical symptoms scale), 삶의 질

(Quality of life)의 항목을 사용하였다(Table 7).

(1) Total effective rate

8편의 논문에서 치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평

가지표로 총유효율(Total effective rate)을 사용하

였다. 유효율은 총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효과

를 판단하고 있으며, 논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사

하였다(Table 8).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료군이 대조

군에 비해 유효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

하고 있으나, Qiao 등의 연구3에서는 유효율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P>0.05).

Evaluation indicator Frequency
Total effective rate 8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5
Blood lipids 4

Recurrent rate 2
Clinical symptoms scale 1

Quality of life 1

Table 7. Frequency of Evaluation Indicator

Liu
(2021)36 Not reported

Wang
(2015)37

the patient take a seat and turn the head 45° to the affected side quickly to the supine position.
Put the head back in a suspended position, making the affected ear was vertically downward.
Patient experiences typical eye tremors. After the eye tremor is gone, hold the head position for 2
to 3 minutes, and keep the neck in the extended position. Turn the head 90° slowly to the
opposite side for 1 minute and continue to rotate the head and body to the opposite side until the
head is in a prone position (in this case, the body is in a lateral position) Back on the sit
position after 1-2 minute

Author
(year)

Clinical effectiveness

Lei
(2016)30

Clinically cured
- Disappearance of various postural
vertigo symptoms and positional
ocular tremor

Effective
- Mild and transient dizziness when the
head position changes.

- Short duration of eye tremors induced
by Dix-Hallpike test

Ineffective
- Dizziness or positional eye tremo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before treatment.

- The patient's head is positioned
differently, causing dizziness and even
exacerbation.

Qiao
(2020)31

Clinically cured
- Complete disappearance of dizziness
or positional eye tremors

Effective
- Dizziness or positional eye tremor

reduced, but not disappeared

Ineffective
- No change in dizziness or positional
eye tremors

- Exacerbated or converted to another
type of BPPV

Li
(2020)32

Clinically cured
- Disappearance of major symptoms
such as dizziness and eye tremors

Effective
- Dizziness or eye tremor relieved, but
still present

Ineffective
- Clinical symptoms still remain unrelieved
and even develop symptoms

Table 8. Effica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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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Dizziness Handicap Inventory)는 1990년

Jacobson과 Newman이 개발한 설문지로, 어지럼 환

자를 대상으로 어지럼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를 조사

한 최초의 자기평가식 척도(self assessment inventory)

이다39. 각 설문항목은 기능적, 감정적, 신체적 영역

으로 구분되어 모두 25문항, 3단계, 100점의 척도로

되어있으며 항목별 점수의 합으로 장애 정도를 정

량화한다.

(3) Blood Lipid

고지혈증과 BPPV의 발생관계는 밀접하다40. Total

cholestrol(TC), Triglyceride(TG),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LDL-C)의 상승 및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rol(HDL-C)의 저하는 혈

관 긴장성 대사의 교란을 일으키며, 혈관 평활근

수축으로 인해 Vertebrobasilar artery의 혈액공급

이 부족하여 말초혈관순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內耳는 유산소 대사와 신체평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주로 미로동맥에서 혈액공급을 받는다.

미로동맥은 매우 미세하며, 측부순환이 없다. 혈중

지질이상은 내이순환장애를 유발하며, 내이순환장

애는 내이혈관를 손상시키며, 이석 탈락을 초래하여

BPPV를 발생시킨다41. TG, LDL은 각 4편, TC,

APO-A1은 각 3편에 사용되었다. 이 외에HDL이

각 2편, Apo-B가 1편에서 사용되었다.

(4) 기 타

中醫証候量表가 1편에서 사용되었다. 中醫証候

量表는 ≪中藥新藥臨床療效評價標準≫41을 참조하

여 主證 1개 항목, 此證 5개 항목, 兼證 19개 항목

및 舌苔, 脈象의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표이다. 主

證은 重度 6점, 中度 4점, 輕度 2점, 無 0점으로, 此

證과 兼證은 각각 重度 3점, 中度 2점, 輕度 1점,

無 0점으로, 舌苔와 脈象은 異常 2점, 好轉 1점, 正

常 0점으로 구성되어있다. Qiao 등의 연구31에서는

치료군과 대조군의 中醫証候量表 점수 차이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P<0.01).

Quality of life가 1회 사용되었으며 포함되는 항

목으로는 倦怠乏力, 胸痞納呆, 頭身困重이 있었으

나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긴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

되어있지 않다. Luo 등의 연구34에서 倦怠乏力, 胸

Wu
(2017)33

Clinically cured
- Complete diappearance of disorders
such as postural dizziness and
positional ocular tremors

Effective
- When the position was changed, The
dizziness is significantly relieved than
before treatment. and the short duration
of eye tremor

Ineffective
- No significant improvement or even
worse than before treatment.

Luo
(2018)34

Clinically cured
- Complete disappearance of positional
eye tremors and dizziness within
a week of patient treatment

Effective
- Eye tremors and dizziness decreased
after one week of treatment, but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Ineffective
- No significant change in positional eye
tremors and vertigo during one week
of patient treatment,

- exacerbation of some symptoms

Luo
(2019)35

Clinically cured
- Complete disappearance of dizziness
and eye tremors

Effective
- When the head position was changed,
the dizziness was significantly alleviated
and the shorten duration of the eye
tremor

Ineffective
- No significant improvement or even
worsen of dizziness and eye tremors

Liu
(2021)36

Clinically cured
- Disappearance of positional vertigo

Clinical improvement
- Positional vertigo and/or positional
ocular tremors are reduced but not
eliminated

Ineffective
- Positional vertigo and/or positional
ocular tremors are not mitigated or
even exacerbated

Wang
(2015)37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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痞納呆, 頭身困重의 항목 모두에서 치료군과 대조

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P<0.05).

4) 이상반응 및 추적조사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상반응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1편의 논문에서 이상반응에 대하여 언급

하였으나,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추

적조사를 시행한 연구는 4편의 연구가 있었으며,

추적조사 기간은 4편 모두 3개월이었다. 이 중 2편

의 연구는 3개월 후의 유효율에 대하여 보고하였

으며 Qiao 등의 연구31에서 3개월 후의 재발률을

보고하였고 재발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Ⅳ. 고 찰

어지럼증은 현훈(vertigo), 현기증(dizziness)으로

구분된다. 현기증(dizzines)은 자신이나 주위 사물

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

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어지럼증

중에서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으며, 자세불안

과 눈떨림(안진)이 동반되는 전정 어지럼증을 현

훈이라 한다. 현훈(vertigo)은 말초성과 중추성의

구분이 된다. 말초성은 전정기관 질환, 전정말단기

관의 기능장애로 미로염, 전정신경염, 양성발작성

체위성현훈, 메니에르병 등이 있고 중추성은 중추

기관, 즉 뇌간이나 소뇌장애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모두 전정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회전성

현훈을 유발한다43,44. 현훈의 원인 중 85%가 말초

성 질환이며 15%만이 중추성이라는 보고가 있으

며, 말초성 질환들 중에서는 양성돌발성두위현훈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메니에르병이 많다고 보

고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보고

는 없다45.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현훈은 유리된

이석이 머리의 회전을 감지하는 반고리관의 생리

적 변화를 야기하여 발작적이고 심한 현훈을 보이

는 것46으로 모든 현훈 환자의 17%를 차지하고 현

훈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5.

여성에서 2~3배 흔하고,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

며, 20~30%에서 재발한다47.

BPPV는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 응급실을 찾

는 환자의 14.4%를 차지한다48.

현재까지 정립된 BPPV의 치료법으로는 이석 치

환술인 변형 Epley 수기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

며, 반복적인 이석 치환술에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외과적 수술로 반고리관 폐쇄술, 후방반고

리관 팽대부 신경절단술, 미로적출술을 시도할 수

있으나 수술 후에 청각 소실 등의 부작용 위험성

이 있다. 또한, 급성적이고 급격히 악화된 BPPV의 경

우 약물치료로 vestibular suppressant, antihistamine,

calcium channel blocker 등을 활용하여 maneuver

시술 중 발생하는 오심, 구토 등에 대하여 예방차

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vertigo 증상 자체에도 어

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체로는 권장되지

않고 있다49-51.

Epley 이석치환술을 시행한 실험군과 반대방향

으로 Epley 치환술을 시행한 대조군을 비교한 연

구52에 의하면, 24시간 후에 Dix-Hallpike검사를 한

경우 Epley군에서는 80%에서 안진이 발생하지 않

고 증상의 호전을 얻을 수 있었으나, 대조군에서는

10%에서만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이 대조군에서

Epley 치환술을 시행한 후 1주 후에는 93%에서 증

상의 호전을 얻을 수 있었다. 치환술 시행 후 1달

후에 85%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국내 보고에 따

르면 변형된 Epley 이석치환술을 통하여 96%-100%의

치유율을 보고하고 있다53-56.

또한, BPPV에 대하여 Epley 수기법을 포함한

치료를 시행한 시험군과 Epley 수기법을 제외한

치료를 시행한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57에서 실험군

의 72%에서 즉각적인 회복을 보였고, 92%에서 일

주일 후 추적검사에서 회복을 보인 반면, 대조군에

서는 12%에서 일주일 후 추적검사에서 회복을 보

였고, 76%에서 세 번째 추적검사에서 회복을 나타

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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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 어지럼은 風, 火, 痰, 虛가 원인이 된

肝, 脾, 腎의 기능실조 상태로 설명한다. 元代의 朱

丹溪는 ≪丹溪心法.頭眩≫에서 ‘頭眩痰挾氣虛倂火

治痰爲主挾補氣藥及降火藥無痰則不作眩痰因火動.’

이라 하여 어지럼의 중요한 원인을 痰火로 보았다58.

기름지고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과식, 과로로 인하

여 脾胃가 손상되면 음식물을 운화하지 못하여 濕

이 모여 痰을 형성하게 된다. 痰이 축적되어 淸陽

이 상승하지 못하고 濁陰이 내려가지 못하면 어지

럼을 일으킨다고 하였다59.

半夏白朮天麻湯은 金元時代 李杲의 ≪脾胃論≫60

에 처음 수록된 處方으로 半夏, 陳皮, 麥芽를 君藥

로 하며 痰厥頭痛을 주치로 한다61. 黃度淵의 ≪方

藥合編≫에서는 脾胃가 허약하여 痰이 성하고 머

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몸이 무거우며 팔다리가

싸늘하고 토하며 어지러운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여

濕痰으로 변증된 여러 증상에 처방할 수 있다62. 어

지럼 개선을 위해 안12, 이63, 박 등64의 연구에서 질

환 또는 변증별로 처방하여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어지럼증을 처음 경험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불안감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

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침치료가 안전하고, 효과

가 있다는 연구결과65가 있으며, 국내에서 진행된

정 등66의 연구에 따르면, BPPV에 관한 임상논문

20편 중 8편의 논문에서 半夏白朮天麻湯을 사용하

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PPV

환자에게 빈용되는 半夏白朮天麻湯의 효과를 구체

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半夏白朮天麻湯을 투여하

여 증상을 개선한 RCT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

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半夏白朮天麻湯

이 BPPV 환자에게 유의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으로 평가하고,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半夏白朮天麻湯의 BPPV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

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는 모두 8편으로, 연구대상,

중재, 치료방법 및 기간, 치료결과 등의 상세내용

을 (Table 1, 2)에 정리하였다.

8편의 연구에서 모두 한약치료를 중재로 사용하

고 있으며, 연구에서 사용한 半夏白朮天麻湯의 용

량, 그 외 가감약재에 대하여 사용 빈도 및 부수

증상에 따른 추가 약재를 정리하였다(Table 4, 5).

부수증상에 따른 추가 약재로 가장 많이 사용된

약재는 竹茹이며, 총 4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竹茹를 추가한 경우는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하고

있는데 Qiao 등31은 구토를 동반하였을 때 사용하

였으며, Lei30와 Wu32는 口苦 증상이 있는 경우,

Liu36는 火가 있는 경우에 추가하였다. 代赭石과 旋

覆花는 모든 연구에서 구토를 동반하였을 때, 砂仁

은 納呆 증상이 있는 경우, 鬱金은 耳鳴, 黃連은 口

苦, 柴胡와 酸棗仁은 失眠, 多夢을 동반하였을 때

각각 추가하였다. 石菖蒲는 Lei30와 Wu32는 耳鳴이

있을 때 추가하였고, Qiao31는 痰濕이 重할 때 추가

하였다. 澤瀉는 濕이 重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추가

하였으며, 이외에도 夜交藤은 失眠, 多夢이 있는

경우, 黃芩, 玄參은 有火한 경우, 黃芪, 黨參은 氣虛

한 경우에 각각 사용하였다.

대조시술을 살펴보면 8편의 연구에서 수기법이

사용되었는데, Epley maneuver가 3회, Modified epley

maneuver가 3회 사용되었으나, 각 논문에서 시행

한 술기의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Table 6). 서양의학 약물을 사용한 연구36는 1회

있었으며, Betahistine mesylate를 중재로 사용하였

다. BPPV의 수기요법은 진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반고리관, 후반고리관, 수평

반고리관에 대한 진단 언급이 없이 각 연구에서

제시한 수기법을 치료군과 대조군에 동일하게 사

용하였다. Li 등32의 연구는 환자를 후반고리관, 수

평반고리관으로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구분하였으나,

치료군과 대조군에 동일한 수기법을 사용하였다.

Betahistine mesylate는 히스타민 H1 수용체에

대한 효능제이자 히스타민 H3 수용체 길항제로 작

용하여 효과를 나타내고 와우의 혈류를 증가시키

는 부수적인 역할까지 한다. 이러한 기전으로 어지

럼을 호전시키며 몇 개의 임상시험에서 구토와 메

스꺼움도 같이 억제할 수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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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로는 8편의 연구 모두에서 총유효율을

사용하여 치료효과를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치

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보였

다. 다만, 8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약재의 종류 및

용량이 달라 동일한 약재에 의한 치료효과인지 신

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편의 연구 중 약재의

종류가 동일하며 용량이 유사한 4편의 연구30,32,33,35

에서 총유효율을 사용하여 치료효과를 평가하였을

때 4편의 연구 모두에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

고 있어 상기 4편의 논문에서 활용한 半夏白朮天

麻湯의 구성 및 용량의 치료효과는 신뢰할만하다

고 판단된다. DHI(Dizziness handicap inventory)

의 총점을 평가한 연구는 5편이 있었으며, 5편의

연구에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DHI 점수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Li 등32과 Luo 등35의연구는

DHI 중 세부항목(Functional, Emotional, Physical

aspect)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보고하고 하였으

며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

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半夏白朮天麻湯의 활

용이 수기요법 단독 치료에 비해 DHI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Li와 Luo의 연구는 약재

가 동일하며 용량의 차이만 있으므로 두 연구에서

활용한 처방은 DHI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

다. 이론적으로, 고지혈증은 내이로 향하는 혈관의

손상을 초래하여 BPPV를 유발할 수 있다68. BPPV

는 이석막으로부터 평형사의 탈락을 용이하게 한

허혈성 미로질환의 결과일 수 있다69,70. 나아가 몇

몇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추골동맥의 허혈은 BPPV

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71-73. 또

한, 고지혈증을 보유한 환자는 고지혈증이 없는 환

자에 비해 BPPV의 재발률이 두 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74도 있다. 혈중지질농도를 평가한 연구는

총 4편이었으며, 4편의 연구에서 혈중지질농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Lei 등의 연구30에서는 HDL, Apo-B의 농도 개선

은 치료군과 대조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半夏白朮天麻湯의

사용이 BPPV 환자에서 혈중지질농도의 개선을 보였

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연구 사례가 부족하여 향후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BPPV

8편의 논문 중 변증에 대하여 언급한 논문은 총 5

편으로 각각 痰濕阻滯30, 痰濕中阻31, 痰瘀阻竅32, 風

痰上擾33, 痰火中阻34를 제시하고 있다. 변증이 언급

된 연구 모두 痰을 주요한 병인으로 제시하고 있

어, 痰厥頭痛 및 痰濕에 사용하는 半夏白朮天麻湯

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총 8편으로 그 수

가 적었고 연구들의 연구대상 수가 많지 않았으며,

CNKI 위주의 제한적 검색이 이루어졌으며. 8편의

문헌이 모두 중국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출판된

문헌으로, 언어 해석의 문제로 인해 언어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半夏白朮天麻湯의 처방 구성에 있어서도 변증과

증상에 따라 여러 약재들이 가감되었으므로 어떠

한 mechanism으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개별 연구에서 사용한 수기법에도 구

체적인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어떠한 수기

법을 사용하였을 때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체계적 고찰 결과 半夏

白朮天麻湯이 BPPV에 있어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향후 BPPV에 대하여 半夏

白朮天麻湯을 포함한 한약처방과 약물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RCT 연구 및 임상연구들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PPV에 대한 半夏白朮天麻湯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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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8편의 무작위대조 임상연구가 선정되었으며,

수기요법 및 한약복합치료군과 수기요법 단독치

료군의 비교연구가 6편, 수기요법 및 한약복합

치료군과 양약 단독치료군의 비교연구가 1편,

수기요법 및 한약복합치료군과 수기요법 단독치

료군, 한약 단독치료군의 비교연구가 1편이었다.

2. 중재효과에 대한 평가도구로는 총유효율이 8편

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부작용을 언급한

연구는 1편이었고,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고 보

고하였다.

3. 半夏白朮天麻湯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약재는

半夏, 白朮, 天麻, 茯笭, 生薑, 大棗가 사용되었

고, 隨症加減에 사용된 약재로는 竹茹(n=4)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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