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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static dizziness is a common type of dizziness. In general, orthostatic 
dizziness is provoked by standing or tilting, and subsided by supine position. The 
patient with orthostatic intolerance complains multiple symptoms such as dizziness, 
palpitation, lightheadness, fatigue and rarely syncope. Common orthostatic 
intolerance is orthostatic hypotension (classic, initial, transient, and delayed 
orthostatic hypotension) and postural orthostatic tachycardia syndrome. Transcranial 
Doppler is a noninvasive technique that provides real-time measurement of 
cerebral blood flow velocity. It can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thostatic symptoms and cerebral autoregulatory function. The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estibular and autonomic dysfunction should always 
be kept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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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립어지럼(orthostatic dizziness)은 선 자세에서 증상이 

발생하고 누우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성을 가진 어지럼증

으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1]. 기립어지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기립저혈압은 노인 어지럼 환자에서 말

초전정질환을 제외하고 가장 흔한 원인이다. 임상적으로 

기립어지럼을 가진 환자들은 누워 있는 자세에서는 증상

이 없고 고개의 좌우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력에 

저항하여 앉거나 일어났을 때만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누울때도 증상이 있거나 누운 상태에서 몸통이나 

고개를 돌리면 악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양성돌발두위현

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과는 구분이 될 수 

있다[2]. 기립어지럼은 대부분 비현훈성으로 나타나는데, 

현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3]. 누운 자세에서 서게 되면 혈

액의 25% 정도가 내장혈관 및 하지 혈관으로 분포하게 되

는데, 이때 뇌관류를 적절히 유지하게 위해서는, 심박동을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저항을 증가시키는 등의 온전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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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기능이 필요하다[4]. 이때 비정상적인 심박동의 증가

나 말초혈관의 저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립어지

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립어지럼과 함께 기립 시에 다

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립불능증후군(orthostatic 

intolerance syndrome)이라고 한다. 기립불능증후군의 대표적

인 예로 기립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 OH)과 기립자세

빈맥증후군(postural orthostatic tachycardia syndrome, POTS)

이 있으며, 자율신경계 이상을 동반 혹은 동반하지 않는 

다양한 기전에 의해 발생한다[5]. 

최근 기립불능증 환자에서 경두개도플러를 통한 뇌혈류

검사를 같이 시행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6]. 경

두개도플러는 뇌혈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비침

습적 검사방법으로 뇌혈류의 자기조절기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기립어지럼은 기립 시의 혈류 감소, 심박동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뇌혈관의 확장이나 뇌혈류의 저하

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기립경사검사와 

경두개도플러를 같이 시행함으로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과 검사 결과와의 연관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기립

경사검사보다 경두개도플러에서 어지럼을 설명할 수 있는 

소견을 더 유용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전정신경계 또한 자세 변화와 움직임에 따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7]. 전정신경계는 자세 변화

에 따른 혈액의 분포를 적절히 조정하고, 호흡근육의 활성

도를 변화시켜 호흡량을 조절하는데 관여함으로 자율신경

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8]. 전정-자율신경계의 상호작

용을 통해 전정신경계 장애가 심혈관계의 이상을 동반하

기도 하고, 심혈관계 이상을 가진 경우에 전정신경 장애의 

주증상인 현훈이 나타나기도 한다[9]. 

이 논문에서는 기립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인 기립저

혈압과 자세기립빈맥증후군에서 관찰될 수 있는 자율신경

계 이상 소견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립불능증 환자에서 관

찰되는 뇌혈류 이상 소견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전정신

경계와 자율신경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립저혈압

1. 정의

기립 시나 기립경사테이블 검사에서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 20 mmHg 혹은 이완기 혈압 10 mmHg 이상 감소하는 

경우 고전적 기립저혈압(classic OH)이라 한다[10]. 고혈압

이나 퇴행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30 mmHg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기립저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10]. 

지연 기립저혈압(delayed OH)은 기립경사 3분 이후 서서히 

진행하여 발생하는 수축기 혈압 저하가 있을 때이며[11], 

초기 기립저혈압(initial OH)의 경우 기립 후 15초 이내에 

수축기 혈압 저하가 40 mmHg 이상, 이완기 혈압 저하가 

20 mmHg 이상이었다가 1분 이내에 자발적으로 회복된다

[12]. 이외에도, 초기 30초 이후, 수축기 혈압 20 mmHg 혹

은 이완기 혈압 10 mmHg 이상 감소하지만 수 분 이내 회복

되는 일시적 기립저혈압(transient OH)도 있다[13]. 

2. 병태생리

기립을 하게 되면, 혈액이 중력방향으로 과도히 저류되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

고,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는 감소된다[10]. 이러한 활동으

로 인하여 혈관긴장, 심박동 수, 심장수축력이 증가되고 동

맥혈이 안정화된다. 또한 기립 시에 하지 골격근의 수축은 

과도한 정맥저류를 방지하여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혈류

량 및 심장의 충만압(cardiac filling pressure)을 유지, 심박출

량의 감소 저하에 기여한다[14]. 신경기립저혈압(neurogenic 

orthostatic hypotension)은 기립 시 교감신경계의 혈관운동 

신경원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충분하게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증가되어 분비되어야 하는 

양의 60% 미만이다. 따라서 기립저혈압은 교감신경계 부

전의 주요 증상이다[15]. 경한 교감신경 부전이 있을 때는 

일시적 기립저혈압(transient OH)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

다[13].

초기 기립저혈압(initial OH)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동맥혈류에 영향을 주는 말초혈관의 저항과 심장박출

량의 부조화 때문에 발생한다[12]. 지연 기립저혈압(delayed 

OH)은 오랜 기립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말초 정맥의 저

류, 조직으로의 채액 삼출량 증가, 또는 혈액의 재분배에 

관여하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 등 체액성 기전

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11]. 

3. 검사에서 관찰되는 자율신경계 이상 소견

기립저혈압의 원인은 크게 신경성 혹은 비신경성으로 

나뉘게 된다. 비신경성 기립저혈압의 경우로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심박출량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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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stural orthostatic tachycardia syndrome. There is an excessive tachycardia without orthostatic hypotension during head-up
tilt.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되는 경우, 기립 시 신경의 작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맥저

류가 일어날 때 발생한다[15]. 이런 경우에는 기립경사검사

에서 기립저혈압이 관찰될 수 있으나, 신경계 부조화로 인

한 것이 아니라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 따라서 기립어지럼

이 있는 환자에서 기립경사검사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다

른 자율신경검사를 같이 시행하여 자율신경병증 동반 여

부를 확인하고 신경성인지 비신경성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성의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심혈관성 혈관조

절에 주요 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계의 이상을 시사하는 검

사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한 연구에서 기립어지럼

증 환자 217명을 대상으로 기립경사검사, 발살바수기, 발

살바비, 심호흡 시 심박동 수의 변화, 정량땀분비축삭반사

검사(quantitative sudomotor axon reflex test)를 시행하였다

[13]. 대부분(83%)의 환자에서 하나 이상의 자율신경계 지

표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가장 흔한 이상이 교감신경

계의 대표적인 지표인 심혈관계 아드레날린성이상으로, 

기립경사검사에서 기립저혈압이 관찰되거나, 발살바수기 

시 혈압의 변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였다. 다른 연구에서

도 발살바수기를 통한 심혈관 아드레날린성신경계 평가가 

기립저혈압의 정도와 연관 있음을 밝힌 바 있다[16]. 발살

바수기 시 교감신경지표(sympathetic index)로는 초기2상의 

감소, 후기2상의 정도, 4상의 정도, 혈압회복시간(pressure 

recovery time), 그리고 아드레날린성압력반사 민감지수

(adrenergic baroreflex sensitivity index)를 들 수 있다. 이런 

지표들은 기립 시 혈압의 저하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11,13]. 고전적 기립저혈압 및 지연 기립저혈압 환

자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전적 기립저혈압 환자에서 혈

압감소의 정도가 크며 발살바수기 지표의 이상 정도도 더 

뚜렷하였다[11,13]. 후기 기립저혈압은 초기 교감신경계 이

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초기 기립저혈압은 기전에서 말초혈관의 저항이 주요하

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립경사검사

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눕거나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

나는 능동기립검사에서 주로 관찰된다[12]. 임상적으로 초

기기립저혈압은 야위고 젊은 정상적인 남자에게서도 많이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으로 이상 유무를 판단

하기보다는 증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

요하다. 

기립빈맥증후군 

1. 정의

누운 자세에서 기립하였을 때 (1) 성인의 경우 10분 이내

에 심박동 수가 30회/분 이상 증가 또는 12–19세의 청소년

의 경우 10분 이내에 심박동 수가 40회/분 이상 증가하고, 

(2) 기립저혈압이 없으면서, (3) 누웠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기립불능증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되

며 (4) 동성 빈맥을 유발할 만한 다른 상황, 급성출혈/탈수, 

약물 등의 효과가 배제되어야 한다. 고전적으로 심박동 수

가 120회/분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하였으나, 120회/분 이

하라도 경한 기립불능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Fig.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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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태생리

POTS의 병태생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율

신경계 조절 이상, 자가면역, 고아드레날린성상태, 저혈량

증 등 다양한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3차병원에서 진단되는 

POTS 환자 중 약 반수에서 신경병증성 POTS이고, 1/3 정도

가 고아드레날린성 POTS 이다[19].

1) 신경병증성(neuropathic) POTS

대개는 원위 소섬유신경병증으로 인한 하지의 탈교감신

경으로 인해 발생한다. 신경병증성 POTS는 선택적 자율신

경기능 이상 소견을 보여 정량땀분비축삭반사검사에서 원

위부 결절후발한운동신경의 이상이 관찰되나, 피부조직검

사상 표피내신경섬유(intraepidermal nerve fiber)의 밀도에

는 뚜렷한 이상이 없다[19,20]. 순환하는 노르에피네프린 

양이 증가하더라도, 신경병증성 POTS 환자에서는 하지 정

맥 내 노프에프네피린 혹은 페닐에프린 주입 시 혈관수축

이 과하게 일어나는 자율신경병증의 탈신경과민(denervation 

hypersensitivity)을 보일 수 있다[21]. 일부 POTS 환자에서

는 기립 시 팔에서는 노르에프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다리에서는 분비가 감소하면서 정강이 근육에 분포하는 

교감신경활동성이 충분히 증가되지 않는다[22]. 따라서 기

립 시 분비되는 노르에프네프린에 대하여 하지 말초혈관

저항 증가가 충분치 않아 정맥혈류 저류현상이 생기며, 이

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완

적으로 심박동 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고아드레날린성 POTS

고아드레날린성 표현형을 보이는 경우는 기립 시 노르

에피네프린이 600 pg/mL (＞3.5 nmol/L)이상 증가하고, 수

축기 혈압이 10 mmHg 이상 증가하며, 기립 시 교감계 활성

화 증상(빈맥, 떨림, 불안증)을 동반한다[18]. 이러한 고아

드레날린 상태는 보통은 체액량 감소나 부분탈교감신경으

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나, 약 10% 이내의 환자에서는 

과도한 중추교감신경활성화로 인한다[4]. 

3) 검사상 관찰되는 자율신경계 이상 소견

일반적으로 발살바수기나 기립경사검사에서 뚜렷한 심

혈관교감신경 및 미주신경의 이상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말초교감신경기능이상이 동반되는 신경병증성 

POTS의 경우 발살바수기 시 late phase II가 소실되거나 기

립저혈압이 동반될 수 있다[23]. 고아드레날린성 POTS에

서는 발살바수기 시 late phase II에서 수축기 혈압이 상승

하고, phase IV에서 과도한 수축기혈압의 overshoot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24]. 기립경사검사에서는 고아드레날린

성 POTS 환자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군과 비교하여 

5분 이내 수축기 혈압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된다[25,26]. 

고아드레날린성 POTS 진단을 위하여 기립 시 노르에노르

에피네프린을 검사하였을 때 10분, 20분, 30분에서 같은 결

과를 도출하였다[25]. 따라서 기립 후 10분에 노르에피네프

린을 검사하는 것이 적당하다. 

기립불능증에서 뇌혈류검사

기립경사검사와 경두개 도플러를 같이 시행하였을 때 

증상과 연관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6]. 기립경사검사

에서 기립저혈압이나 기립빈맥증후군이 있을 때 뇌혈류가 

같이 감소하면서 기립어지럼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립어

지럼을 시사하는 환자에서 기립경사검사를 포함한 자율신

경검사와 전정기능검사에서 정상 소견일 때 이전에는 심

리적 어지럼으로 생각하였다. 최근에는 기립경사검사에서 

뇌혈류를 함께 측정하여, 심박동과 혈류의 뚜렷한 변화는 

없으면서 뇌혈류만 감소하면서 기립증상이 나타나는 기립

뇌관류저하증후군(orthostatic cerebral hypoperfusion syndrome)

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심박동을 

같이 측정하였을 때 혈압의 변화 없이 순간적인 빈맥이 발

생하는 간헐적빈맥(paroxysmal sinus tachycardia)도 오랜 시

간 기립 시의 순간적인 어지럼과 연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이때 뇌혈관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경두개 도

플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또한 노인들에서 

기립경사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기립저혈압이 있지만 증상

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 뇌

혈류검사를 같이 시행하면 뇌혈류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정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자율신경장애

자율신경계 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은 기립어지럼이 대표

적인 증상이지만 전정신경계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인 현

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역으로 전정신경계 장

애가 있을 때 자율신경계 증상이나 장애가 같이 나타나기

도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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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oxysmal sinus tachycardia. There is a transient sinus tachycardia with vasodilation during head-up tilt test.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CBF, cerebral blood flow.

현훈을 가진 환자에서 안정 시에는 부교감신경활동이 

억제되어 있고, 수동적 기립 시에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교

감신경활동이 손상되어 있다[27]. 이러한 결과는 현훈과 스

트레스 유발성 부교감신경활동의 억제, 스트레스에 반응

하는 교감신경계의 탈감작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현훈을 가진 환자에서 수동적 기립 시에 

척추동맥의 혈류가 의미 있게 감소하고, 좌우 차이가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28]. 이 결과는 척추동맥혈

류는 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교감신경계의 반응이 떨어진다는 것과 교감신경계 

활동의 좌우 차이가 척추동맥의 좌우 차이를 만든다는 것

을 의미한다. 척추동맥 혈류의 좌우 차이는 전정신경핵과 

내이 활동의 좌우 차이를 만들고 이는 현훈을 일으키게 된

다. 동물 연구에서도 경추의 교감신경절 한쪽을 전기자극 

하였을 때 회전성 안구진탕이 유발되면서 교감신경계의 

불균형이 전정기관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물실험을 통해서 전정계질환에 의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9,30]. 고양이에

서 말초전정신경을 통한 자극경로를 손상시키면 일주일 

이내에는 자세 변화에 따른 혈압의 변동이 명확히 관찰되

었고[29], 미로 수용체를 전기자극하고 상완동맥, 대퇴동

맥, 장간막동맥로 가는 혈류량의 변화를 보았던 실험에서

는 하지로 가는 혈액량 감소가 상지에 비해 현저함을 알 

수 있었다[30]. 전정신경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율신경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고하는데, 발병 2일 안에 

시행한 검사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는 자극과 기립자극에 

대하여 유의미한 혈압 변화가 관찰되었다[31]. 하지만, 만

성으로 진행될수록 중추신경계를 통한 보상작용이 일어나 

기립불능증과 같은 혈압조절이상과 연관된 증상은 사라지

게 된다. 한 예로, 자세에 따라 유발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56명을 대상으로 말초전정기능이상과 심장혈관 자율신경

이상의 동반 유무를 알아본 연구에서, 80% 이상에서 기립

경사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였으나, 온도유발안진검사

(Caloric test)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것과는 유의미한 관련

이 없었다[32]. 중추전정신경계를 침범하는 질환에서 원인

에 따라 전정신경기능 및 자율신경기능 이상이 유지되거

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다. 

결    론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외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대개는 어지럼의 형태를 분류하고 기전을 이해하려고 시

도한다. 가장 흔한 어지럼인 현훈은 전정신경장애로 인해

서 발생하지만,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기립불능증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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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다. 또한 전정기관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자율

신경장애가 같이 동반되어 전정기관에 대한 치료를 하였

음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지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항상 적극

적인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경과 관찰을 

통하여 감별을 하여야 하며, 전정기관장애와 자율신경장

애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경두개도플러는 뇌혈류자가조절기

전(cerebral autoregulatory mechanisms)을 이해하는 유용한 

방법으로[33], 지금까지 기립경사검사만으로 설명할 수 없

었던 기립어지럼에 대한 기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뇌혈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고, 검사 방법이나 숙련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립경사검사와 경두개도플러 검사

를 같이 시행하여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진단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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