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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stibular system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has been well studied in the context of the maintenance of homeostasis to th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milieus. The perturbations of the autonomic indexes 
to the vestibular stimuli have been demonstrated in animal studies. In addition, 
the fluctuation of the blood pressure and the heart rate with other autonomic 
symptoms such as nausea, vomiting, and pallor are common manifestations in the 
wide range of vestibular disorders. At the same time, the disorders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can cause dizziness and vertigo in some group of patients. In 
the anatomical point of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ic and vestibular 
systems is evident. The afferent signals from each system converge to the nucleus 
of solitary tract to be integrated in medullary reticular formation and the each 
pathway from the vestibular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is interconnected from 
medulla to cerebral cortex. In this paper, the reported evidence demonst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ic derangement and vestibular disorders is reviewed 
and the further clin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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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역, 구토, 침의 분비, 전신적 불쾌감, 무기력, 하품, 창

백, 식은땀과 같은 자율신경 증상은 여러 전정계질환에서 

흔히 발생하며, 전정계에 가해지는 과도한 자극에 대한 신

체 방어기전의 하나로 생각된다[1,2].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

면, 전정계로부터 오는 구심성(afferent) 신호와 자율신경계

로부터 오는 내장구심성(visceral afferent) 신호는 전정핵

(vestibular nucleus)과 고립로핵(nucleus of solitary tract)에 모

두 곁가지를 내고 있고, 이들 신호는 뇌간의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에서 통합되어 전정-자율신경계의 상호작용을 

일으킨다[3,4].

전정계의 자극에 의해 심혈관계, 호흡계의 변동을 일으

키는 것은 동물 실험과 전정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5]. 또한, 기립저혈압이나 불안

증, 만성 어지럼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어지럼을 초래하

는 원인으로 자율신경기능의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6,7].

이 논문에서는 자율신경계와 전정질환의 연관성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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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와 향후 임상적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심혈관 기능에 대한 전정계의 영향(Vestibular 
Effects on Cardiovascular Function)

체위가 변동하면 여러 근육의 수축, 폐관류(pulmonary 

perfusion)의 증가, 그리고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량(blood 

volume)이 신체의 각 부위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뇌를 포

함한 중요한 장기로 가는 관류(perfusion)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체위 변동성 혈류 변화에 대해 우리 몸은 

주로 자율신경 반사를 통해 혈압과 맥박을 적절히 변화시

킴으로써 뇌와 주요 장기의 관류가 유지되도록 한다. 기립

에 의해 체위가 변동되면 전 혈류량의 70% 이상이 횡경막 

아래로 편위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장으로 들어오

는 정맥혈류가 감소되어 심장 충혈(cardiac filling)과 심박 

출량(cardiac output)이 감소될 수 있다[8]. 이 때 자율신경계

는 대동맥에 있는 대동맥체(aortic body: 미주신경의 구심 성

분)와 경동맥동(carotid sinus)에 있는 경동맥체(carotid body: 

설인신경의 구심 성분)의 압력수용체에서 혈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뇌간의 고립로핵으로 신호를 보낸다[9]. 고립로핵

은 주로 심혈관계, 호흡계, 그리고 다른 내장성분으로부터 

오는 구심성 신호를 받는 자율신경 구심신호의 최종 전달

로이지만, 전정계로부터 오는 체위변동에 대한 신호도 전

정핵을 통해 전달 받는다[10,11]. 경동맥동과 대동맥동의 

압력수용체에서 감지한 압력이 낮을 경우에 뇌간에서는 

부교감신경에 의하여 억제되고 있던 심장의 정맥동(sinus 

node)을 풀어서 심박동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출량을 늘려서 혈

압을 올리게 되고, 압력수용체에서 감지되는 압력이 높은 

경우는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압력반사

(baroreflex)라고 한다[9]. 이러한 압력반사에 의한 혈압과 맥

박의 유지는 신체의 향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동맥동과 대동맥동에서 혈압의 감소를 감지하는 때는 이

미 혈압이 떨어져서 뇌의 관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시점이

라는 점에서 압력반사만으로는 뇌관류(cerebral perfusion) 

저하 위협에 대해 완벽한 방어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2]. 또한, 압력반사의 기능은 혈압이 과도하게 증가되

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심장박동과 말초혈관 수축을 억제

하는 것이 더 주된 작용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반사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체위변동을 시작할 때 대

뇌에서 보내는 중추명령(central command)과 시각계(visual), 

체감각계(somatosensory), 전정계로부터 오는 구심성(afferent) 

신호가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다. 체위를 변동할 때 

뇌는 중추명령을 통해 하지의 중력저항근(antigravity muscle)

과 말초혈관에 교감신경성혈관수축신호를 동시에 보내게 

되어 하지정맥으로 쏠리는 혈류를 심장 쪽으로 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시각계, 체성감각계, 전정계는 각각 체

위가 변동된다는 신호를 전정핵으로 전달하여 적절한 혈

압, 맥박, 호흡반사가 일어나도록 돕는다[4,5]. 이들 중 전정

계에서 오는 신호는 우리 몸에서 체위의 변동에 대해 가장 

빠른 신호를 보내며, 체위변동의 초기에 양성되먹이기

(positive feedback)의 기전을 통해 말초혈관을 조절하는 교

감신경성신호를 증가시켜 말초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심

장으로의 혈류량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심혈관계의 불안정

성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반사를 전정교감

반사(vestibulosympathetic reflex)라고 한다[12].

전정계로부터 오는 구심신호는 내전정핵으로 전달되어 

고립로핵으로 들어와 모호핵(ambigus nucleus)과 문측복외

측연수(rostral ventrolateral medulla)를 통해 맥박을 증가시

키고, 말초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전정교감반사를 일으킨

다. 이때 문측복외측연수로 전달되는 신호는 세반고리관

보다는 이석수용체(otolith receptors)에서 감지된 신호가 작

용하며, 이는 내전정핵의 하부와 하전정핵으로 전달된 후 

고립로핵으로 간다[11,13].

전정-자율신경계 상호작용의 실험적 증거 
(Experimental Evidence of 

Vestibular-Autonomic Interaction)

동물 실험을 통해 전정교감신경반사를 증명한 연구는 전

정신경을 전기자극 후 말초 혈류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말

초 교감신경 활성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실험과 체위변

동으로 전정계를 자극한 후 심혈관계 반응을 측정하는 실

험이 있었다.

네발짐승(qudrepeds)을 두위거상(head-up tilts)시키면 사

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하지와 복부내장 쪽으로 

정맥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심장으로 되돌

아오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즉각적인 말초혈관

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심박출량이 감소하여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전정계는 이러한 체위변동의 초기에 말초

혈관을 조절하는 중추로 구심신호를 보내 말초혈관을 수축

시키게 하는 교감신경성신호를 증가시킴으로써 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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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오는 혈류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양이의 

미로 수용체를 전기적으로 자극하고 상완동맥, 대퇴동맥, 

장간막동맥(mesenteric artery)의 혈류량 변화를 측정하였던 

실험에서는, 하지로 가는 동맥혈류량의 감소가 상지동맥혈

류량 감소에 비해 현저한 양상을 보였다[14,15]. 이 실험은 

전정구심신경신호에 의해 교감신경성말초혈관수축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전정교감신경반사를 증명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이때, 하지의 말초혈관수축이 우세하다는 것은 체

위 변동에 따라 중력이 작용하여 하지정맥으로 이동되는 

혈류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혈관수축을 일으킴으로써 급격

한 혈압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전정미로를 파괴하거나 전정신경을 절단한 고양이에

서는 이러한 기립 스트레스에 대하여 전정신경 절단 후 첫 

일주일간은 기립 초기에 혈압의 하강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16]. 이러한 현상은 고양이의 눈을 가려 시각자극을 제거

한 실험에서 더 현저하게 보였는데, 이는 시각이 전정교감

신경반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정절제술 후 

발생하는 이러한 초기 기립저혈압은 1주일 안에 보상되어 

그 이후에는 초기 기립저혈압이 현저하지 않아 다른 보상

기전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말초전정계의 파괴에 의

해 약 1주일 동안 보이던 초기기립저혈압은 중추전정계를 

파괴하였을 때는 1주일이 지난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현상

을 보였다[17]. 중추전정계의 어느 부위가 초기기립저혈압

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측 전정신경

을 절단하고 소뇌의 등쪽벌레(dorsal cerebellar vermis)도 제

거한 후 같은 실험을 하였을 때는 전정미로를 파괴한 경우

와 같이 약 1주일 정도의 기립저혈압 후에 회복되는 양상

을 보였으나[18], 소뇌목젖(uvula)과 양측 미로를 제거하거

나 양측 전정핵(vestibular nucleus)을 제거한 경우에는 실험 

종료 시인 한달까지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것을 보였다

[5,17]. 전정핵의 여러 부위를 화학적으로 파괴한 후 체위변

동에 의한 심혈관계의 반응을 관찰한 실험에서는 내전정

핵과 하전정핵이 전정교감신경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9]. 내전정핵 또는 하전정핵을 파괴한 실

험에서는 시각의 유무에 관계없이 심혈관계의 신속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고, 한 달 이상 회복되지 않는 것

을 보임으로써 미로박탈 후 심혈관계반응이 회복되는 과정

에는 아래쪽 전정핵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들의 결과는 말초전정계 손상 후 체위변동에 의한 초

기 기립저혈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소뇌목젖과 아래쪽 

전정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추

신경계의 적응가소성(adaptive plasticity)으로 설명되는 전

정기능의 회복과정에 이들 구조물이 관여함을 의미한다

[20]. 

전정계가 운동과 체위변동에 따른 호흡과 심혈관계의 자

동조절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동물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운동에 따른 신체의 산소 요구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흡

기 시에 심장 박동과 혈압이 증가하고 호기 시에 반대 반응

이 일어나는 호흡-순환계의 상호작용은 운동과 체위변동

의 초기에 호흡근과 심혈관계의 자동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러한 호흡근과 심혈관계의 상호작용 

또한 자율신경계의 중요한 조절중추가 있는 뇌간에서 일

어나게 된다. 체위의 변동에 따라 호흡펌프근육은 물리적

으로 길이가 변화하게 되므로 체위에 따른 호흡근육의 적

절한 조절은 환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22]. 네발짐승에서 

두위거상(nose-up tilt)을 시키거나 사람이 누워있던 자세에

서 일어나게 되면 중력이 작용하여 횡격막이 복강 쪽으로 

하강하게 되는데, 이 때 원활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간에 의한 호흡조절반사는 횡격막근육과 복근의 활동성

을 증가시켜 원활한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에 

전정계가 관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측 미로를 파

괴하고 두위거상을 시켰더니 횡격막과 복근의 자발적 활

동전위(spontaneous muscle activity)는 증가하였지만 복근 

전위의 반응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23]. 두위거상 시에 

복근 전위가 감소하면 원활한 환기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미로파괴 후 복근의 자발적 활동전위 증가와 체위변동에 

대한 반응의 감소는 수 일 내에 정상화되는 것이 관찰되었

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호흡근의 조절에도 미로의 구심

신호가 관여하지만 미로에서의 신호가 소실되면 중추전정

계의 가소성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미로의 구심

신호를 대치하는 다른 감각신호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체위변동에 대한 미로의 구심신호가 없는 경

우에는 다른 신호에 의해 전정핵의 활동성이 변화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고양이에서 두위거상에 의해 활동전위

가 변화하는 전정핵 신경세포군의 반응전위를 기록한 후

에 양측 전정신경을 절단한 고양이에서 사지근육, 피부와 

내장 신경 등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였더니 체위변동에 반

응하던 전정핵 신경세포군 중 다수(75%)에서 활동전위가 

관찰되었고,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수의 신경세포의 활동

성이 기록되었다[5]. 이러한 결과는 양측 전정신경으로부

터 오는 신호가 없을 때 체위변동에 대하여 미로 이외의 

구심신호들(nonlabyrinthine inputs)이 중추전정계에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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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전정기능의 회복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전정-자율신경계 연관성의 임상적 의의 
(Clinical Implications of 

Vestibular-Autonomic Relationship) 

전정질환과 자율신경계 질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첫째,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어지

럼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자율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거

나 자율신경 기능부전을 보이는 환자군이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에서 자율신경기능부전이 어지럼을 초래하는 직접

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둘째, 전정자극이

나 전정질환에 의해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이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첫째의 경우, 자율신경 질환에 의한 

기립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이나 기립불내증(orthostatic 

intolerance)에서 실신하거나 실신할 것 같은 어지럼이 발생

하는 것은 뇌의 전반적인 혈류부전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립저혈압에 의한 뇌간

의 국소적 혈류부전이 내이(inner ear)의 혈류부전으로 이어

져 이명, 또는 안진을 동반한 현훈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기립에 의해 발생

하는 일부 실신 환자에서 실신하기 바로 전에 안진을 관찰

한 보고들이 있으나[24] 이는 한 쪽 추골동맥이 좁거나 추

골기저동맥의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라는 점에서 자

율신경질환이 직접적인 어지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립경사검사(head-up tilt test)는 기립에 의한 심혈

관계 변동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간편하고, 비침습적이며, 재

현성이 있는 검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몇몇 보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당수의 어지럼 환자에서 기립에 

의한 의미 있는 혈압의 변동과 어지럼의 발생에 유의한 연

관성을 보였고, 내이의 혈류부전을 추정할 수 있었으나 직

접적인 연관성을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만성 

어지럼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신경기

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되지만[25,26] 이 또

한, 만성 어지럼에 의해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것인지, 특정 자율신경질환이 만성 어지럼을 유발하는 것

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만성 어지럼을 보이는 환자

에서 자율신경기능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은 

불안증과 공황발작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이 경우가 많

다는 것이 보고 되었는데[6,27], 이 경우에도 자율신경기능

의 이상이 불안증을 초래한 것인지, 불안증에 의해 어지럼

과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것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다. 

메니에르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립경사검사를 하여 혈압

과 맥박수의 변화를 검사한 연구에서 현훈이 없는 시기에

는 기립 시에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저하와 교감신경계의 

억제를 보였으나, 현훈발작이 있는 시기에 검사를 하였을 

때는 교감신경계의 기능저하, 즉, 혈압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율신경 기능부전이 메니에르병에서 현훈

의 발생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직접적인 유발 

요인인지, 현훈에 의한 자율신경계 자극 증상인지에 대해

서는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메니에르병 환자의 일부에

서 그 주된 치료인 염분식이 제한과 탈수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메니에르병보다는 자율신경기능부전에 의

한 어지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에도 현훈과 이명이 발

생할 수 있어 메니에르병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쟁점인 전정질환에 의해 자율신경의 기능부전

이 초래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동물실험에서는 전정자극 

또는 전정파괴 후 교란되는 교감신경성 혈관반사를 통해 

전정질환에 의해 자율신경기능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중추전정계가 정상적이라면 회

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성적으로 자율신경기능이상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인간에서는 전정자극

에 의한 심혈관계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이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인간에서 전정자극으로 심혈관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인간에서

는 호흡에 의해 심박동 및 혈압이 변동되므로 전정자극에 

의한 직접적인 혈압 및 맥박의 변동을 추정하는 데 제한점

이 있다. 그러나 정상인에서 전정자극에 의해 호흡 수가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미로가 손상된 환자에서는 이

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정신호가 신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호흡과 심장의 적절한 반응을 유도한

다는 증거이다[28,29]. 이러한 점은 전정병을 가진 환자에

서 과호흡을 동반한 공황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27]는 생

리적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런 환자에서는 두부의 움직임에 

의해 심박 수와 호흡 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정자극에 의한 호흡의 변화를 배제하고 맥박의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호흡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Caloric 자극에 대한 심박동 수의 변화

를 측정하였더니 유의한 심박동 수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

았다[30]. 그러나 호흡의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반응을 



이익성 외 1인. 전정계와 자율신경계의 상호작용

5

배제한 전정-심혈관반응만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

에서는 특별한 장치를 고안하여 심박동의 변화를 측정하

였더니 심박동 수의 증가가 관찰되었다[29]. 환자를 앙와위

로 눕힌 상태에서 다양한 시간 간격을 두고 머리를 약 10 

cm 정도 아래로 수동적으로 떨어뜨려서 심전도에서 R-R 

간격의 변화를 측정하여 심박 수의 변화 및 잠복기를 측정

하여 전정-심장 반사의 잠복기를 추정하였는데, 정상인에

는 약 500 msec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며 반응하는 심박동

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미로 이상을 가진 환자에서는 이

러한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혈압과 말초혈류의 변화는 

정상인 및 미로이상 환자에서 2–3 박동 후에 모두 관찰되었

다. 이는 맥박은 전정신호를 이용하여 빠른 반응을 보이지

만 혈압과 말초혈류의 변화에는 전정신호가 아닌 다른 신

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auregui-Renaud 등[29]은 전정신경염 환자에서 자율신

경기능 검사의 이상을 보고하였다. 전정신경염의 증상을 

보인지 48시간 안에 검사를 시행하였고 반고리관의 기능 

이상이 증명된 7명의 환자와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찬물

에 손을 담그는 자극과 기립자극에 의한 말초혈관의 교감

신경반응을 조사하였는데, 환자군에서 유의한 혈압의 변

화를 관찰하였다[29]. 이러한 변화는 2주일 후에 사라졌는

데, 이는 전정신경염 후 안진의 감소와 균형 이상의 감소가 

사라지는 시기와 일치하므로 자율신경기능 이상의 회복도 

동일한 기전으로 중추신경계에 의해 보상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급성전정병이 자율신경기능부전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영구적인 이상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불

분명하다[31]. 그러나 만성 어지럼 환자에서 기립불내증

(orthostatic intolerance)을 보일 수 있다는 점과 급성일측전

정병을 앓고 난 후에 공황장애(panic disorder)나 불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전정계의 병변에 의해 자율신경

기능의 만성적 이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5,26,32].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전정병변 후 부완핵

(parabrachial nucleus)과 변연계(limbic system) 사이의 이상 

연결이 발생되어 병변의 회복과정에서 불안증의 정도에 

영향을 주고, 전정계, 자율신경계, 그리고 신경행동학적 반

응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33].

급성전정병이 일시적인 자율신경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연구로 양성두위변동현훈(benign paroxy-

smal positional vertigo, BPPV)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율

신경기능검사의 이상을 보고한 것이 있다[34]. 체위의 변동

에 대한 구심신호는 주로 이석기관에서 내전정핵의 하부

와 하전정핵을 통하여 들어와 고립로핵으로 연결되는데, 

BPPV에서 이석기관의 퇴행성변화에 의해 이석이 발생한

다고 한다면, 이석정복술 후에도 한동안 지속되는 비회전

성어지럼과 자세불안, 체위변동에 의한 평형장애 등이 자

율신경계로 가는 구심신호의 감소 때문일 수 있다는 근거

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말초전정병을 보이는 환자

에서 자율신경기능 이상이 보고되었지만 이것이 자율신경

계의 만성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말초전정질환에 의해 만성적인 자율신

경계의 이상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러 말초전정

질환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중추전정질환에 의해서는 이론적으로 전정증상과 자율신

경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어지럼과 자율

신경계 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뇌병변에 대한 연구는 연수

경색 후에 기립경사검사를 이용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경

우에도 기립저혈압과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의 동요를 

보였다[35]. 그러나 이러한 심혈관계의 동요가 영구적인지

에 대한 자세한 경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기립경사

검사가 급성기 뇌간의 혈류 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뇌간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기에는 윤리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뇌간을 침범하는 다발성경화

증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나 파킨슨병, 다발신경계위축증

(multiple system atrophy)과 같은 퇴행성질환을 대상으로 자

율신경기능검사를 하여 질환의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생

체신호(bio-marker)로서 이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연

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결    론

동물실험 및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정계의 자

극 또는 병소가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

미 밝혀져 있다. 전정계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공간

에서 신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적절한 생리적 반응을 유도

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전정-자율신경

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만성 어지럼 환자의 진료에 있어 전정계 이상에 의한 어지

럼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어지럼을 감별하

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급성 전정병에서 동반될 수 

있는 심혈관계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전정병 후 자율신경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발생하는 

만성 어지럼을 감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여러 전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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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회복된 후의 일부 환자와 비특이적 어지럼 환자의 일

부군에서 자율신경기능검사의 이상이 규명되었다는 것은 

만성적인 자율신경기능부전 상태가 어지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율신경기능검사는 비침

습적으로 손쉽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임상적인 연

관성도 높다. 그러나 자율신경계는 주위환경의 변화에 대

해 끊임없이 대응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결과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 정량화가 어렵고, 주위의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적 검사 시 평가가 쉽지 않다

는 단점이 있으므로 임상적 적용에는 주의를 요한다. 그러

나 전정병의 급성기에 자세변화에 의해 혈압과 맥박의 변

동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동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항고혈압제의 투여 여부에 영향

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급성말초전정

병에 의한 전정안반사와 전정자세반사의 회복과 전정자율

신경계 이상의 회복이 같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중추신경에 의한 보상기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자세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물실험에서 밝

혀진 바와 같이 소뇌의 목젖이 전정-자율신경 조절 이상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전정핵

의 하부가 체위변동에 대한 전정, 시각, 체성감각으로부터 

오는 구심신호에 대하여 중요한 통합기능을 한다는 것과 

전정신호의 소실에 대하여 다른 구심 감각신호가 전정 손

상 후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는 아직 더 연구할 것이 남아 있다. 향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인 뇌간이나 변연계(limbic system)를 

침범하는 뇌졸중이나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질환을 대상으

로 하는 전정-자율신경계 연구는 관심 있는 많은 연구자들

에게 흥미로운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심 단어: 자율신경계, 어지럼, 전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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