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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 dizziness patients annually visit ENT (ear, nose, throat) clinics 
because the vestibular function is the major organ to keep body balance and 
belongs to the Otorhinolaryngology. Nevertheless, many otolaryngologists feel 
that it is not easy to access the dizziness patients. The reason is that dizziness 
is not a final diagnosis and it is necessary to start the diagnosis of dizziness and 
find out the cause. Also, the causes of dizziness belong to multiple medical 
departments. That is why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Among them, traumatic 
vertigo can be manifes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injury site and 
mechanism, and it is often difficult to predict the medical prognosis. Therefore, 
this review article focuses on traumatic vertigo. In this paper, we discussed its 
epidemiology and mechanism to help clinicians to treat patients with traumatic 
vert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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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상성어지럼증이란 외력에 의한 두경부의 손상 후 발

생한 다양한 양상의 어지럼증을 총칭한다. 현대 사회에 이

르러 자동차의 대중화 및 각종 야외 레포츠 활동의 증가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확립과 보호장비의 발

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두경부외상의 빈도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1]. 두경부 외상은 이비인후과적 증상을 동

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지럼증, 난청, 이명이 대표적이다. 

또한 환자들은 손상의 정도에 따라 두통, 불면, 시각장애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2,3]. 이 중에 어지럼증은 발생기전이 다양하고 일차

적으로 미로성현훈에 대한 감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지럼증을 야기하는 두경부 외상의 기전을 이해하고 진

단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경부 외상 환자를 평가할 때, 기전에 따라 손상 위치

나 정도가 바뀔 수 있어 손상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병력청

취가 중요하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 저하나 소실을 동반하

는 경우에는 병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자가 어지럼증을 표현하지 못해 어지럼증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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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진단에 

필요한 신경이학적검사 및 전정기능검사를 당장에 시행하

기 어려운 외상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

가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상 초기에 가능한 

정확한 병력청취를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두경부 외상 환

자에게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 방사선검사를 기초로 

진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방사선검사가 초기에 시행되고 진단이 검사상의 형태 변

화를 기초로 내려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방사선검사

상 변화를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

해서는 안된다.

이 리뷰 논문은 두경부 외상 환자의 어지럼증의 역학 및 

발생기전을 고찰해보고 이를 파악하여 두경부 외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평형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올바

른 진단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역학(EPIDEMIOLOGY)

두경부 외상의 정확한 빈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미국에

서는 매년 2백만 명의 두부 외상 환자가 발생하며 자동차

를 갖고 있는 사람의 10%가 두경부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정도의 추돌사고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4]. 두

경부 외상 후 어지럼증 환자들의 빈도는 25%에서 9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4-6], 증상이 3개월에서 2년 이상 지속되

는 경우도 16%–18%에 이른다[7,8]. 외상 후 발생하는 어지

럼증의 예후는 대부분 좋은 편이지만 일부에서는 증상이 

지속되어 직장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소아의 경우 두경부 외상의 발생 빈도나 원인이 성인과

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4년 발표된 미국 통계에 따르면 

외상성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의 소아 환자 빈도는 연

간 475,000명이다[9]. 이중에 입원까지 필요한 경우는 

37,000명이었다. 4세 이하의 환자에서는 10만 명당 80명이 

입원하였으며, 청소년의 경우 10만 명당 129명 정도 입원

하였다. 성비에 있어서는 6대 4의 비율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9]. 연령과 연관하여 손상 원인을 살펴보면, 14세 미

만의 경우 낙상이 39%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11%, 원

인 미상이 5%, 폭력이 4%, 나머지 41%는 기타 원인으로 

분류된 바 있다[9].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아의 발

달 과정의 영향으로 보행을 연습하는 0–4세 그룹의 소아는 

낙상에 의한 손상이 많았고 5–9세에 이르면서 그 빈도가 

감소하였다[9]. 10세 전후로 스포츠나 교통사고의 비율이 

증가하여 후기 청소년기에는 자동차 사고와 폭행의 비율

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두경부 외상의 발생 원인은 나라별, 지역별, 인종별, 성

별과 나이에 따라 다른 빈도를 보인다[10]. 각각의 항목을 

보면 교통사고, 낙상, 의도성 없는 외상(스포츠, 낙하하는 

물체에 의한 손상), 폭행 등이다. 국내 연구에서 외상 후 

어지럼증 발생 환자 중 교통사고가 78.5%를 차지한다는 보

고가 있다[11]. 

손상기전(INJURY MECHANISM)

두경부 손상의 기전에는 무딘 진탕 외상(blunt concussive 

trauma), 관통 외상, 폭발성 충격(explosive blasts) 및 압력 

손상(barotrauma)이 있다[12]. 

이 중 무딘 진탕 외상은 결국 외상성뇌손상으로 이어지

기 쉽다. 한편 외상성뇌손상 후 발생하는 뇌의 조직학적 

변화는 연구 방법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연

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기술의 발전은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나 diffusion tensor imaging과 같은 기술로 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외상 후 뇌조직의 변화는 일련의 과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세포에 손상이 발생하면 초기에 

손상된 부위를 통해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세포 내

부의 K+ (Potassium) 이온은 세포 외부로 방출되고 세포 외

부의 Na+ (Sodium)과 Ca2+ (Calcium)은 세포 내부로 들어오

게 된다. 이러한 이온의 이동과 탈분극은 다시 전압 활동성

(voltage-gated) 혹은 리간드 활동성(ligand-gated) 이온 채널

을 개방하도록 만든다. 또한 급성기에 탈분극으로 인해 축

삭돌기의 말단에서 글루타메이트(glutamate)의 방출이 일

어난다[13,14]. 이러한 이온의 급격한 이동은 세포의 항상

성(homeostasis)을 깨뜨리므로 이를 항상성 유지를 위해 세

포벽에 있는 ATP (adenosine triphosphate)를 필요로 하는 이

온펌프를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어 세포 내의 에너지를 소

진시키고 ADP (adenosine diphosphate)를 증가시키는 결과

를 가져온다[15]. 더욱이 세포 내부로 들어온 칼슘은 다시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내부로 들어가면서 미토콘드

리아의 활동까지 억제하게 된다. 이것이 손상 초기에 에너

지 요구량과 세포 내의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이유

이다. 신경세포의 구조 중에 축삭돌기는 구조상 장력(stretch) 

손상에 취약하다. 세포 내부의 칼슘은 축삭돌기의 신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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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트(neurofilament)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시켜 결국 축

삭의 구조적 안정성을 더욱 저해하게 된다[16]. 

어지럼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초기 외상 후 발

생하는 세포의 전해질 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뇌진탕 

후 발생하는 증상들은 세포 손상 후 전해질의 이동이 비정

상적으로 진행되고 세포 내 항상성(homeostasis)이 깨져서 

발생한다는 가설이 현재까지 유력하다. 이러한 가설은 뇌

진탕 후 발생하는 증상들이 대부분 편두통(migraine) 환자

의 증상과 겹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주로 두통, 오심, 구

토, 광선혐기증(photophobia), 소리공포증(phonophobia) 그

리고 어지럼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천성질환 중에 유전

적 이상으로 세포 이온 채널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벼운 외상에도 뇌부종과 함께 의식 변화를 쉽게 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7]. 또한 세포 이온 채널의 이상이 편

두통 증상을 동반하는 가족반신마비편두통(familial hemi-

plegic migrain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

면 반드시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외상에 의해 이차

적으로 세포 이온 채널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결국 

비슷한 임상 증상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17].

폭발성 충격은 전도성 기전에 의해 내이의 손상을 야기

하여 15%의 환자에서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다[18,19]. 

따귀에 의한 손상도 압력파를 생성하여 내이 손상을 야기

한다는 점에서 발생기전은 동일선상에 있다. 압력 손상은 

다이버에게서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다. 압력에 의한 

내이장애 발생 기전은 다시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급격한 대기압의 변화에 의한 압력 손상, 변압성손상

(alternobaric trauma), 내이감압병(inner ear decompression 

sickness) 혹은 등압역확산(isobaric gas counter diffusion)에 

의한 미로 내부와 미로주변 혈류 내 기포 형성 등이 있다. 

변압성현훈(alternobaric vertigo)은 다이버가 수면으로 올

라오는 과정이나, 비행기 상승 과정과 같은 주로 외부 압력

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이버의 26%와 파일럿

의 10%–17% 빈도로 변압성현훈의 경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20]. 변압성현훈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10–
15분 이내에 자연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급격한 대기압 변화에 의한 압력손상(atmospheric baro-

trauma)은 중이 및 내이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다. 내이의 

손상은 청력이나 전정기능의 장애로 나타나게 된다. 변압

성현훈과 달리 압력손상에 의한 증상은 종종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단, 청력상실이나 이명에 비해서 어지럼증의 빈도

는 더 낮고(35%) 주요 증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21]. 

내이감압병은 깊은 수심의 다이빙을 위해 혼합가스

(oxyhelium)의 사용 증가로 인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감

압병이 반드시 내이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m 이상의 수심으로 잠수하는 사람들에게 내이감압병

은 가장 일반적으로 겪는 증상이다[22,23]. 내이감압병이 

발생하는 경우 어지럼증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요 증상으

로 발생한다. 이과적 증상이 감압병의 유일한 증상인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혼합가스(helium and oxygen)가 사용

되는 경우 전정 및 청각장애가 간혹 영구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손상 이외에 교통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는 두

경부 손상의 기전에는 편타성손상(Whiplash injury)이 있다

[24]. 192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Western Orthopaedic 

Association Meeting에서 Crowe가 처음 편타손상을 기술하

였고 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catapult) 가속장치에 의해 조종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련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임상적 개념이었

다. 편타성운동은 경부 손상을 설명하는 주요 기전이기도 

하지만 종종 두부 손상을 함께 야기할 수 있다[25,26]. 편타

성손상은 외부 가속에 의한 경부의 굴곡-신전 운동으로 두

부, 이석기관, 경추와 이와 관련한 근육과 관절, 혈관 등에 

손상을 주는 기전을 말한다. 편타성운동에 의한 선형 또는 

회전성의 가속이나 감속 운동은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거

시적 또는 미시적인 두부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10]. 특히 

두부의 이석기관은 가속운동에 매우 취약하여 이석에 의

한 어지럼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27,28]. 따라서 편타성

기전에 의한 손상은 두경부의 복합 손상으로 발현되는 경

우가 많아 전정안반사검사의 판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29,30].

병인(ETIOLOGIES)

외상성어지럼증의 병인은 물리적 손상 위치에 따라 전

정기관장애로 인한 말초성어지럼증과 대뇌와 주변구조의 

손상으로 인한 중추성어지럼증 그리고 경부성현훈(cervical 

vertigo)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두경부 

외상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전정기능검사에서 

중추성(29.1%), 말초성(26.6%)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11]. 하지만 전정기능검사 정상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중추성과 말초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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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 중추성병인(Central Etiologies)

뇌진탕(brain concussion)과 뇌좌상(brain contusion)은 외

력으로 뇌실질이 가속과 감속될 때 야기되는 미시적 손상

과 거시적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써 나타나는 증상은 

손상의 정도나 위치에 따라 어지럼증을 포함할 수 있고 의

식소실, 두통, 무기력,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각적이고 강한 두부 충격은 상대적으로 

짧은 순간(5–200 msec)에 머리와 뇌의 가속 만들어내고 이

러한 가속력은 직선방향의 성분과 회전성성분으로 전환되

어 신경학적 뇌 손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회전성성분이 더 

많은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손상의 형태는 대부분 다발성신경축삭손상으로 나타난다. 

동물실험에서 약한 충격에 의해서도 충분히 신경손상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31]. 신경손상은 수분 

이내에 발생하는 일차 손상과 함께 수일 또는 수개월에 걸

친 활성산소와 염증반응에 의한 이차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뇌의 대사를 보는 영상검사에서 

손상 후 3개월 이후에도 손상된 부위의 대사 변화가 관찰

되기도 한다[32]. 가벼운 대뇌 손상의 경우 brain computed 

tomography (CT)와 MRI를 통해서도 손상의 정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single photon emission CT나 functional 

MRI가 더 유용할 수 있다[33]. 

신경조직의 손상 이외에도 외상에 의한 뇌척수액 션트

(cerebrospinal fluid shunt)의 과잉배액이 생기면 두개내압저

하증(low cerebrospinal fluid pressure)으로 기립성두통을 동

반하는 균형장애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경과

와 협진이 필요하다[34]. 

2. 전정계병인(Vestibular Etiologies)

말초성어지럼증 중 높은 에너지의 직접손상은 측두골 

골절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측두골 골절은 이출혈(otor-

rhagia), 귀후방 점상출혈(battle sign)을 동반할 수 있다. 내

이 골절이 동반된 경우 관통 손상으로 분류되며 어지럼증 

및 청력 손실의 내이 증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측두골 

골절이 의심된다면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temporal CT)을 

통해 미로외(extralabyrinthine) 골절과 미로 골절을 구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측두골 골절의 80%는 미로외 골절이고 

세로 방향의 골절이 많으며 주로 측면으로부터 가해지는 

외력에 의해 발생한다. 반면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미로 

골절은 가로 방향의 골절이 많고 주로 전후 방향에서 가해

지는 외력에 의해 발생한다.

외상 후 내이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지럼증

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대부분이 양성체위변화

성어지럼증(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이다

[35]. 전체 말초성현훈 환자의 17%–40%는 BPPV 환자이고 

이중에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17% 정도라는 보고도 있으

나 지역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36-38]. 1968년 

Parker 등[28]은 동물 실험에서 선형 또는 회전 운동의 가속 

및 감속 운동에서 평형사(otoconia)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이석의 취약성은 가벼운 두부 

외상에서도 BPPV가 왜 쉽게 발생하고 높은 빈도를 차지하

는지 설명해준다[39]. ‘외상성 양성체위변화성어지럼증’ 

(traumatic BPPV)은 대부분 외상 직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주 또는 수개월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일반적인 BPPV와 비교했을 때, 재발이 흔하고 치

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 발생하는 위치도, 양측 침범

이 빈번하고, 주로 후반고리관에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BPPV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반고리관에서의 발병율이 높다

고 알려져 있다[40]. BPPV가 의심된다면 비디오안진검사

(videonystagmography)를 시행하여 6개의 반고리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

미로진탕(labyrinthine concussion)은 미로골절이 없는 상

태이면서 전정기능의 장애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고주파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정의된다. 미로진탕은 미로구조의 미

세출혈을 유발한다[41]. 머리흔듬검사(head shaking test)에

서 안진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미로진탕은 

자발안진을 보이지 않고 temporal CT에서도 정상을 보이므

로 고주파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 미로진탕을 우선 의심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증상은 2주 이내에 호전되지만 지

속되는 경우 뇌진탕도 동반되었을 수 있다.

외림프누공(perilymph fistula)은 외림프강과 중이의 비정

상적인 연결로 외림프액이 중이로 유출되는 경우를 말하

여 누공은 측두골 골절와 함께 미로막의 분리에 의해 발생

하기도 하고 난원창(oval window)이나 정원창(round win-

dow) 주변의 골이나 막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42]. 외림프누공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상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43,44]. 외상성외림프누공은 

보통 손상 직후 발생하지만 명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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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44]. 외림프누공을 찾

기 위한 수술을 결정할 만큼 민감도와 특이도를 만족시키

는 진단기준이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립되

지 않았다. 급성외림프누공 환자의 다수에서 전기와우도

검사(electrocochleography)상 비정상 summating potential 

(SP)/action potential (AP) ratio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45]. 

임상에서 외이도에 가압과 감압을 하면서 안진이나 증상

을 보는 이학적 검사를 이용해볼 수 있으나 민감도가 낮다. 

Temporal CT와 brain MRI 같은 영상검사가 진단에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지만 영상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더라도 

외림프누공을 배제해서는 안된다[46]. 적절한 진단법과 진

단 시기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단 진단이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외상 환자에게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접근하여야 한다.

이석증후군(otolithic syndrome)은 타원낭(utricle)과 원형

낭(saccule)으로 불리우는 이석기관의 미시적 손상에 의한 

기능장애로 발생한다. 환자는 이불위를 걷거나 땅속으로 

가라 앉는 등의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외상과의 

연관성은 동물실험에서 외상 후 이석장애의 존재가 증명

되면서 명확해졌다[47]. 외상 후 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

으며 증상은 6주 정도 지속될 수 있다[48]. 

메니에르병(Meniere disease)은 내림프수종에 의해 발생

하는 반복적이고 돌발적인 어지럼증, 이충만감, 이명, 난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내림프수종이 반드시 증상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메니에르병은 항상 내림프

수종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외상 후 내림프수종이 검

시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사실은 외상과 메니에르병이 관

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49]. 외상 후 내림프수종의 주요 

발생 메커니즘은 측두골 골절에 의한 내림프관의 손상이

다. 또한 외상의 충격으로 떨어져 나온 상피와 이석과 같은 

부스러기들은 내림프관을 통한 내림프액의 흡수를 방해하

고 이것이 내림프수종에 기여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내이

로의 출혈이 내림프액의 이동을 방해하였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외상 후 메니에르병은 빈도도 매우 낮고 외상 

후 지연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병력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3. 기타 병인(Other Etiologies)

경부현훈(cervical vertigo)이란 경부의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전정기능 이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

직까지 경부현훈에 대한 임상 개념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를 진단할 검사법이 명확하지 않다. 하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심경부 병변(deep cervical lesion)이 

전정기능 병변과 구별이 불가능한 전정기능 이상으로 발

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몇몇 실험에서 확인되었다[50]. 하

지만 아직까지 영장류를 대상으로 동일한 현상을 관측한 

실험은 없다[51]. 

지금까지 경부현훈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전이 제

시된 바 있다. 첫째, 척추 주변의 신장수용체(stretch recep-

tors)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척

추동맥(vertebral artery)의 압박 또는 척추동맥박리이다[52]. 

척추동맥은 경추(cervical vertebrae)에 존재하는 횡돌기공

(transverse foramen)을 따라서 상방으로 주행하게 되는데 

특히 7번 경추에서는 예외적으로 횡돌기(transverse process) 

앞쪽으로 주행하고 동시에 전방으로는 경부근육 등에 둘

러싸여 있어 해부학적으로 압박(compression)에 취약한 구

조이다. 경부 통증이나 편타손상 등으로 하부 경추의 전만

증(lordosis)과 상부 경추의 후만증(kyphosis)이 심화되면 경

부 폄근(extensor muscle)의 긴장이 증가하고 굽힘근(flexor 

muscle)은 긴장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이 척추동맥의 흐름

을 방해하여 최종적으로 뇌저동맥(basilar artery)과 후하소

뇌동맥(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PICA)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외측수질(Lateral medullary)을 포함하는 PICA 

영역의 허혈을 유발하여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경부로부터의 고유감각(proprioception) 장애이다. 경부 근

육의 근육방추(muscle spindle)와 경추 사이의 관철수용기

로부터 취합되는 고유감각의 부조화는 경부안반사(cervico- 

ocular reflex)의 장애로 이어져 어지럼증의 원인이 된다. 경

부통증에 의한 경부 경직과 운동제한은 염증매개물질에 

의해 고유감각의 민감도에 영향을 주고 전정감각과 고유

감각의 부조화를 야기한다[52]. 경부현훈의 증상은 주로 운

동실조(ataxia)나 비회전성(nonwhirling)어지럼증으로 발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중추성, 심인성어지럼증과 감

별이 필요하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지

럼증에 대해 전체적, 개별적 발생기전과 역학을 알아보았

다. 두경부 외상에 의한 어지럼증은 내이와 중추의 또는 

경부의 손상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우에 따

라 검사 소견이 복잡하고 진단 또한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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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상으로 발생가능한 다양한 손상에 대해 발생 기

전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단을 위한 단서를 찾고 

외상성어지럼증 환자의 복잡한 검사 결과와 증상을 이해

하는 기초지식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외상성어지럼증 환자의 진료에서 오

진이나 진단 시기의 지연 없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외상성현훈, 외상성어지럼증, 외상 후 증후

군, 두부외상, 경추성어지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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