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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locity-storage circuit comprised of bilateral vestibular nucleus complexes, 
commissural fiber, and nodulus and uvula functions in refining the raw vestibular 
signal to estimate rotational velocity, gravity direction, and inertia. In this review, 
we pursued the functional significance of this velocity-storage circuit and how 
this physiologic knowledge could help us understand the clinical symptoms and 
signs of patients with vestibular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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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정계는 머리의 가속도를 신경신호로 전환하는 생리

적 가속도계(biologic accelerometer)이다[1]. 반고리관과 이

석기관, Scarpa’s 신경절을 포함한 상ㆍ하 전정신경을 말

초전정신경계라고 한다[2]. 중추전정신경계는 다소 복잡

한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양쪽 전정신경핵과 이를 

연결하는 교차섬유(commissural fiber)를 기본으로 하며, 타
래 및 부타래, 결절 및 목젖으로 대표되는 전정소뇌가 주

요 구조물이다[2]. 이들 구조물은 교뇌, 중뇌, 시상 및 전

정피질과는 안쪽세로다발(medial longitudinal fasciculus), 위
소뇌다리(brachium conjunctivum), 배쪽뒤판로(ventral tegmental 
tract) 등의 상행로를 통해 연결되고, 뇌간, 척수의 자율 및 

운동신경핵과는 내ㆍ외 전정척수로의 하행로를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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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3].

전정신경계의 기능

전정계는 말초전정신경계와 중추전정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전정인식, 전정안반사, 전정(목)척수반사, 전정자율

반사를 형성한다. 임상적으로 전정안반사 이외에 다른 부

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겠다. 

1. 전정인식

속도(velocity)와 가속도(acceleration)에 대한 인식을 의

미하며, (1) 중력에 대한 머리의 위치 인식(gravity percep-
tion in head reference frame), (2) 이동 중 발생하는 머리의 

속도 인식(head velocity perception during motion), (3) 그리고 

주변 환경과 연관하여 머리의 위치와 속도를 인식하는 것

으로 구성할 수 있다[4]. 먼저 중력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

은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구체 위에 서로 다른 위치에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

는데, 이는 우리가 머리 방향(heading direction)보다는 지구 

중심을 향한 중력가속도의 반대방향을 바로 서 있는 기준

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반면, 우주와 같이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바로 서 있다는 것의 기준은 머리 방향이 

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관해 설명하면, 움직이는 것은 

크게 주체(나)의 움직임(subjective motion)과 객체(상대)의 

움직임(objective mo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체의 움직

임은 전정종말기관(vestibular end organ)을 통해 측정된다. 
반면 객체의 절대적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관은 없으며 주

체와 객체의 상대적 움직임(relative motion)을 측정하는 기

관은 시각과 촉각이다. 시각흐름(optic flow)은 주체와 객

체의 상대적 위치를 시간에 따라 전달하므로 속도신호가 

파생되며, 촉각은 압력(pressure)신호를 전달하는데, 압력

(p)은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힘(f)이며 힘은 다시 질량(m)
과 가속도(a)를 가지고 있어 결국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

화는 속도신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신호는 중추신경계에서 전정신경에서 전달된 주체

의 절대적 속도를 감하여(subtracting) 객체에 대한 절대적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6-8]. 따라서 머리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정확성은 주체의 올바른 속도 인식과 더불어 객체의 

속도신호에 대한 정확성도 담보할 수 있다.

2. 전정(목)척수반사

전정(목)척수반사는 머리움직임 동안 머리의 위치를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한다[9]. 이는 전정안반사

의 목적(눈의 위치를 공간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과 일

맥상통한다. 즉 머리가 수동적(passive)으로 좌측으로 회

전하면 전정척수반사는 우측으로 머리를 회전시켜 원래 

위치 방향을 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좌측 목빗근(ster-
nocleidomastoid muscle)과 우측 척추옆근육(paraspinal muscle)
을 수축시킨다. 다만 의도적 머리 회전(voluntary head motion)
의 경우 전정(목)척수반사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전정

(목)척수반사와 같이 작동하는 반사가 경부-목반사(cervi-
cocollic reflex)인데, 전정(목)척수반사와 다르게 목적은 머

리 위치를 몸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10]. 즉 수동적으로 좌측으로 머리가 회전하면 전정(목)
척수반사는 머리를 우측으로 이동시키지만, 경부-목반사

는 머리를 좌측으로 이동시킨다(Fig. 1). 두 개의 반사가 

쌍으로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공간과 몸에서 안정적으로 

위치하게 한다[11].

3. 전정자율반사

전정자율반사는 심혈관의 항상성에 관여하는 신호로

서, 몸의 움직임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체액의 상대적 위

치 변화에 따른 혈압 변화를 보상한다. 이석기관과 교감

신경계를 통해 주로 작동하므로, 전정교감반사(vestibulo- 
sympathetic reflex) 또는 이석교감반사(otolith-sympathetic 
reflex)라고 명칭되기도 한다[12,13]. 이 반사는 feedforward 
형식인데, 몸의 움직임에 동반한 혈압 변동을 예측하여 

교감반사의 활성을 우선 조절하며, 100–200 msec의 짧은 

잠복기로 작동한다. 반면 압력반사(baroreflex)는 feedback 
형식으로 작용하고 1–2초의 잠복기를 가지며 부교감 신

경계의 활성에 주로 관여한다[14]. 따라서 전정자율반사

와 압력반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혈압의 항상성

을 유지하게 된다(Fig. 2).

말초전정신경계의 작동 원리와 불완전성

앞부분을 통해 전정계가 머리의 속도신호를 뇌에 전달

하고 중추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인식, 눈운동, 자세, 그리

고 자율신경계에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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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ad stabilization mechanism during motion. (A) The directions of vestibulo-collic reflex (VCR) and cervicocollic reflex (CCR)
during whole body rotation. (B) The proposed model for head stabilization behavior in space and on body. VSR, vestibulospinal reflex.

Fig. 2. Schematic diagram illustrat-
ing vestibulo-sympathetic reflex that
participates cardiovascular homeo-
stasis. BP, blood pressure.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말초전정계의 문제점에 대해 확

인해 보겠다.

1. 각속도 측정에 있어 반고리관 기능의 불완전성

반고리관은 골성미로(bony labyrinth)와 막성미로(mem-
branous labyrinth)로 구분되며, 골성미로와 막성미로 사이

에는 외림프가, 막성미로 안쪽은 내림프(endolymph)가 차

지하고 있다. 머리의 움직임에 의해 막성미로와 내림프의 

움직임에 상대적인 차이가 생기면 cupula는 회전반대방향

으로 편위(deflection)되어 신경전위가 발생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머리가 가속도가 없이 등속도로 한 방향으로 회전

하면, 내림프가 막성미로와의 마찰력에 의해 같이 회전하

며 내림프와 막성미로 사이에 상대적 움직임의 차이가 점

차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cupula는 편위된 위치에서 점차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회전이 멈추어도 내림

프가 마찰력에 의해 정지하기까지는 일정시간이 필요하

기 때문에 회전이 멈춘 후 cupula는 회전방향으로 편위되



Res Vestib Sci  Vol. 20, No. 3, Sep. 2021

84

Fig. 3. Rotational head velocity (HV) estimation. (A) The process for rotational velocity estimation. (B) The difference between HV 
in space and HV in canal during 40°/sec rotation with durations of 1 second (upper) and 3 seconds (lower). (C) Improvement of
rotational velocity estimation in central nervous system (CNS).

어 신경신호를 형성하게 된다[3].
이와 같은 현상은 회전의자를 통한 계단속도검사(step- 

velocity rotation)와 같은 지속적인 등속도 회전자극에서 회

전 중에 전정신경의 발화(neural firing)와 안진이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전 직후에는 반대방향으로 발화와 안진이 발

생하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15,16]. 이 현상은 매우 

짧은, 예를 들면 1–2초 내의 회전에서도 발생한다[1]. 따라

서 뇌에 전달되는 속도 자극은 부정확하게 된다(Fig. 3). 

2. 선가속도 측정에 있어 이석 기능의 불완전성

이석기관은 선가속도계(linear accelerometer)로 중력가

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를 측정하고 이동에 동반된 

관성가속도(inertial acceleration)를 측정한다. 관성가속도는 

이동가속도(translational acceleration)와 크기가 같고 방향

이 반대이다. 중력가속도는 변하지 않는 크기의 가속도이

며 관성가속도는 시시각각 변한다. 우리는 지구 위에서 

바로 서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중력가속도의 방향

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선형 이동에 따른 

인식, 안반사, 체간 및 자율신경반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서는 이동에 따른 관성가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적 선가속도계인 이석기관은 등가 원리의 법칙(equi-
valent principle; 어떤 선가속도계도 중력가속도와 관성가

속도를 구분하지 못한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력가속

도와 관성가속도를 구분해내지 못하고 두 가지의 벡터합

인 중력관성가속도(gravitoinertial acceleration, GIA)를 측정

해 뇌에 전달한다[6,17]. 이를 GIA의 모호함(ambiguity of 
GIA) 또는 기울임과 이동의 모호함(ambiguity of tilt and 
translation)이라고 한다(Fig. 4).

중추전정신경계의 기능 
(VELOCITY-STORAGE CIRCUIT)

말초전정신경계에서 전달되는 신경신호의 부정확성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정확한 회전

과 이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중력에 대한 위치 인식을 

유지한다. 이는 중추전정신경계가 말초전정신경계의 약

점을 보완함을 암시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내적 모델(internal model)에 대한 내용을 잠시 알아보고 중

추신경계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겠다.

1. 내적 모델(Internal Model)

제어이론에서 내적 모델이란 시스템 변동의 결과를 예

측하기 위해 시스템의 반응을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적 모델은 시스템이 장치(plant)와 조



최정윤. 속도저장회로의 전정정보처리

85

Fig. 4. Ambiguity of tilt and translation. Ω , rotational velocity; 
GIA, gravitoinertial acceleration;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절자(controller)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된다고 

가정하며, 인간의 운동 시스템에 대입하면 장치는 몸의 

일부가 될 것이고, 조절자는 신경 시스템이 된다. 인간의 

운동 시스템에서 내적 모델은 운동명령에 의한 몸의 반응

을 예측하고 더 나은 운동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작용한

다. 내적 모델은 운동명령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각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18]. 내적 모델은 신경 시스템에서보다 구

체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신경 발화가 운동명령과 물리적 

자극에 대한 감각, 더 나아가 물리적 법칙(예를 들면 

f=ma, dg/dt=−Ω×g)도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개념은 신경반응을 예측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물리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9]. 내적 

모델에 기반하여 중추전정신경계가 물리적 법칙을 수행

한다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소개하

고자 한다.

2. 회전 속도의 측정(HV=CV+k×∫CV dt)

반고리관은 회전 중 그리고 회전 직후 신경신호의 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추전정신경계는 반고리

관 신호를 이용하여 정확한 회전속도를 형성한다. 이제 

그 원리를 내적 모델에 근거하여 살펴보겠다. 머리가 공

간에서 회전하는 속도를 head velocity (HV), 내림프가 공

간에서 회전하는 속도를 endolymph velocity (EV), 그리고 

반고리관의 신경신호를 canal velocity (CV)라고 하자. CV
는 머리의 회전속도와 내림프의 회전속도의 상대적 차이

에 의해 cupula가 편위되면서 만들어진다. 이를 식으로 표

현하면 CV=HV–EV (Eq. 1)이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HV이므로, HV=CV+EV (Eq. 2)로 기술하면 된다. CV는 뇌

로 전달되어 알고 있으므로 EV만 알면 된다. EV는 내림

프의 가속도(endolymph acceleration, EA)를 적분하여, 즉 

EV=∫(EA) dt (Eq.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내림프와 막성

미로와의 마찰력(friction)에 의해 내림프가 이동하기 때문

에 내림프의 가속도는 마찰력에 비례한다. 즉 EA∝fric-
tional force이며 식을 세우면 EA=k1×frictional force (Eq. 4)
이다. 그리고 이동마찰력은 속도 차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frictional force∝HV–EV), 이를 식으로 구성하면 Frictional 
force=k2×(HV–EV)=k2×(CV) (Eq. 5)이다. 따라서 Eq. 4와 Eq. 
5를 합치면, EA=k1×k2×(CV)가 되며 k1×k2를 k3로 치환하면 

EA=k3×(CV)가 된다. 이제 이를 Eq. 3에 대입하면 EV=∫

k3×(CV) dt=k3×∫CV dt가 되며 이를 다시 Eq. 2에 대입하면 

HV=CV+k3×∫CV dt가 된다[1]. 즉 우리 중추전정신경계는 

(1) 반고리관 정보와 (2) 그 정보의 크기를 조정하여 적분

한 값을 더하여 공간에서 실제 이동한 회전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Fig. 3). 
그렇다면 적분이라는 수학적 과정을 신경신호가 만들

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해부학적으로 전정신경핵은 1형과 

2형 신경세포를 가지며, 이들은 교차섬유를 통해 반대측 

전정신경세포와 연결된다[3,16]. 각 신경세포의 연결과정

과 연결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적으로 따라가보면, 일
측 전정신경핵에 전달된 속도신호가 시간차를 두고 반복

적으로 되먹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속
도저장회로라고 부르는 이 회로는 수학적 적분과정을 수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k3라고 말한 상

수는 개인마다, 그리고 질병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중력가속도의 측정(∫g×Ω dt)과 관성가속도의 계산

(inertia=GIA–g)

이석기관은 중력가속도와 관성가속도의 벡터합인 GIA
를 뇌에 전달한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일상적인 움직임 

중에서 어떻게 중력가속도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특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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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gration of velocity signals over time within velocity-stor-
age circuit.

Fig. 6. Gravity estimation by using rotational and otolith cue. (A) Yaw (upper) and roll (lower) rotations in earth reference frame. (B)
Internal representation of gravity. (C) Internal model estimating the change of gravity direction. G, gravity.

는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다른 하나는 머리를 

숙이거나 기울여 머리중심좌표계(head centered reference 
frame)에서 중력의 방향이 변하면 반드시 회전이 발생한

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서 중추전정신경계가 어떻게 정확

한 회전속도를 측정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전속도

는 벡터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중력의 방향은 중력의 변

화량을 시간에 따라 적분하면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식

으로 작성하면 g=∫(dg/dt) dt (Eq. 6)이다. dg/dt는 시간에 

따른 중력벡터의 변화량(중력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으
로 회전 벡터(Ω)와의 외적(cross product)으로 표시할 수 

있다(dg/dt=g×Ω; Eq. 7). Eq. 6와 Eq. 7을 합치면 g=∫g×Ω 

dt로 쓰게 된다[1]. 회전 벡터 Ω와 중력 벡터 g가 일직선

에 정렬하면 사이각이 0° 또는 180°가 되고, 외적 공식

(|g|ㆍ|Ω|ㆍsinΘ)에 의해 dt/dg=0이고 변화량이 없으니 g의 

방향도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서있는 자

세에서 수평회전을 할 때 머리중심좌표계에서 중력의 방

향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옆으로 기울이게 되면 사이각

이 0° 또는 180° 이외의 값으로 형성되어 dt/dg≠0이 되고, 
이를 적분하여 새로운 중력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머리를 공간에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기울이면 머리 

중심중심좌표계에서는 중력의 방향이 우측 귀 쪽으로 이

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6).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력

가속도의 방향을 측정하게 되면, 그 이후 관성가속도는 

이석기관에서 전해진 GIA에서 중력가속도를 감하면 구

할 수 있다(inertia=GIA–g) [6].

4. 신경연산의 증거

신경연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렇다면 어디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원숭이를 통한 실험연구 한가지를 소개하

고자 한다[20-22]. 앞서 머리를 좌측 어깨 쪽으로 roll 회전

시키는 머리기울임(tilt)과 우측으로의 선형이동(translation)
은 이석기관에서 동일한 신경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크기가 같게 머리기울임과 선형이동자극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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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1) 선형이동자극 단독, (2) 기울임자극 단독, (3) 기
울임자극–선형이동자극, (4) 기울임자극+선형이동자극을 

설정하였다. (1)은 이동가속도에 의한 이석기관의 신호(a)
만 파생하며, (2)는 기울임에 의한 이석기관의 신호(a), 그
리고 반고리관 신호(Ω)가 같이 발생하며, (3)은 이석기관

의 신호는 상쇄되고 반고리관 신호(Ω)만 존재하고, (4)의 

경우 이동가속도와 기울임에 의한 신호가 합쳐져 2배가 

되며(2×a) 반고리관 신호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극을 

정상인 상태와 반고리관을 막아 회전신호를 소실시킨 상

태에서 주고 결절과 목젖의 푸르키네(Purkinje) 세포의 sim-
ple spike활성을 측정한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는 정상에서 결절과 목젖의 푸르키네 세포의 

simple spike는 (1), (3), (4)에서 동일하고 (2)에서는 활성이 

없었다. 즉 중력방향이 변하는 기울임자극에 대해 푸르키

네 세포의 simple spike가 반응하지 않는 반면 이동에 의한 

관성가속도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또한 반고리관 회전신호를 소실시킨 상태에서는 

(1)과 (2)는 동일한 활성을, (3)에서는 반응이 없고, (4)에서

는 활성이 2배가 됨을 관찰하였다. 즉 회전신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Ω의 벡터가 0이 되고 그에 따른 중력 변화량

도 0이 되어 이석기관에서 전달되는 GIA 신호의 변화량

을 모두 관성가속도로 측정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앞

서 설명한 inertia=GIA–g의 내적 모델이 입증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절과 목젖에서 관성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의 반응, 즉 이석신호는 없고 반고리

관에서 roll 회전신호만 존재하는 신경반응과 바로 서거나 

누워서 중력가속도 방향에 정렬된 회전자극 시 나타나는 

신경반응을 비교하여 결절과 목젖이 중력가속도 방향에

서 정렬되지 않은 회전만 반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이 반응의 크기와 시간지연을 자극 속도와 비교하여 

신경반응이 회전속도가 아닌 회전위치를 나타냄을 증명

하였다. 이는 소뇌의 결절과 목젖이 반고리관 신호를 받

아 머리기울임(중력방향)을 추정 후 이석기관에서 전달

된 GIA에서 중력가속도를 감하여 관성가속도를 표현함

을 시사하는 소견이 된다[20-22].

5. 속도저장회로 내의 2개의 보완적 Feedback Loop

앞서 기술한 속도저장회로에서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

다. 한 가지는 어떻게 중력에 대한 초기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처음 중력을 느꼈을 때, 예를 들면 

우주비행 후 지구에 돌아왔을 때, 우리 뇌는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중력이 있는 환경으로 돌아오는데, 중력과 관성

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력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somatogravic feedback
의 개념이다. 즉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관성을 중력으

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somatogravic illusion인데, 예를 들어 등가속운동을 하는 물

체에서 우리는 종종 기울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23]. 중
심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회전(off-axis vertical rotation)
할 때 중심을 향한 구심력이 있으며, 이석기관은 원심력 

방향으로 이를 측정한다. 이때 발생하는 기울임인식(tilt 
perception)도 같은 현상이다[24,25].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반고리관을 통해 측정된 회전신

호의 불완전성이다. 예를 들어 반고리관의 손상이 발생하

게 되면, 이를 통해 계산된 중추전정신경계의 회전속도도 

부정확하게 된다. 정상에서도 일정기간의 회전 후에는 회

전 후 반응이 발생한다. 이 또한 중력 추정에 문제를 야기

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추신경계에서는 

추가적 회전속도를 파생하여 중력가속도의 위치를 GIA
의 방향에 일치시키는데, 이를 rotational feedback이라고 한

다. 이에 대한 증거를 바비큐 회전자극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옆으로 누워서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가정하자. 
이동이 없으므로 이석에서 전달된 GIA는 중력과 같다. 처
음에는 반고리관이 회전자극을 충실히 전달하기 때문에 

이석에서 전달된 GIA와 뇌에서 추정된 중력의 방향이 같

게 된다. 그러나 1분 이상 회전하게 되면 반고리관은 더 

이상 회전신호를 파생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중력가속

도의 방향을 추정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중

력 위치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생기고 이석기관에서 전달

된 GIA 벡터와 뇌에서 추정한 중력가속도 벡터가 일치하

지 않게 된다. 이는 가성관성가속도를 우리 뇌가 계산하

게 한다. 그러나 중추신경계는 rotational feedback을 통해 

중력가속도를 GIA에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

전자극을 만들어 중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지한다. 
실제 바로 선 자세에서 회전하는 것과 다르게 바비큐 회

전에서는 안진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수직축 이탈회전

(off-vertical axis rotation)에서 관찰되는 안진의 bias가 이와 

같은 현상이다[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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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prevalence and the mechanism of liner vertigo in patients with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A) The
prevalence of linear vertigo in patients with posterior and horizontal canal BPPV. The linear vertigo was reported in 34.4% of patients
with BPPV (upper). In terms of severity (lower), the patients reported to have a fear from linear vertigo in 28.6%. (B) The direction
of linear vertigo in patients with posterior canal BPPV (upper) and horizontal canal BPPV (lower). (C) The simulated direction of
inertia induced by false RC (upper, posterior canal BPPV; lower, horizontal canal BPPV) was concordant with the direction of linear vertigo
reported from the patients. RV, rotational vertigo; LV, linear vertigo; RC, rotational cue.

6. 속도저장회로 요약

정리하면, 중추전정신경계는 양측 전정신경핵과 이를 

연결하는 교차섬유, 소뇌의 결절과 목젖으로 구성된 속도

저장회로를 통해 말초전정신경에서 전달된 부정확한 회

전속도 신호와 모호한 GIA를 정제하고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생된 신경신호는 앞서 언급한 전정인식, 
전정안반사, 전정척수반사, 그리고 전정자율신경반사에 

사용되게 된다.

전정질환에서의 임상증상 및 징후를 
속도저장회로의 측면에서 해석

앞서 우리는 전정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와 목적에 대

해 알아보았다. 이제 속도저장회로의 생리적 기능을 이해

함으로써, 전정신경계 질환자에서 보이는 임상증상 및 징

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대표적으로 

인식과 눈운동, 그리고 자율신경반사의 측면으로 소개하

고자 한다.

1. 양성돌발체위현기증에서 어지럼의 특징: 선형가속도 인

식의 증거

양성돌발체위현기증(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은 이석기관에서 유리된 이석 부스러기가 반고리관에서 

흘러 다니며 잘못된 회전속도를 유발하여 어지럼을 발생

시키는 질환이다[28]. 일반적인 양상은 체위에 의해 발생

하는 회전성 어지럼이다[29].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종

종 회전성 어지럼에 동반하여 또는 회전성 어지럼은 없이 

떨어지거나 뜨는 느낌의 선형 어지럼(linear vertigo)을 호

소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환자의 증상을 전향적으로 수

집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체위 변화 후 발생한 선형 어지

럼은 약 35%에서 관찰되었다[30]. 해당 연구에서는 체위 

변화 후 발생한 가성 회전자극(false rotational cue)에 의해 

중력가속도의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잘못

된 선형가속도를 중추신경계가 만들어내어 이를 인식하

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속도저장 기전을 구현한 모델을 

통해 양성돌발체위현기증에서 발생하는 가성 관성가속

도를 구현하고 그 방향이 실제 환자가 호소하는 선형 어

지럼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어(Fig. 7), 환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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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mechanism of central paroxysmal positional nystagmus. NU, nodulus and uvula; GIA, gravitoinertial acceleration.

형 어지럼을 설명할 수 있었다[30].

2. 중추성 체위현훈의 안진 특성

중추성 체위현훈은 뇌간 및 소뇌의 뇌병변으로 인해 

체위 변화 시 발생하는 어지럼과 안진을 특징으로 한다. 
어지럼이 강하고 안진이 짧게 관찰되는 경우에 중추성 돌

발체위현훈(central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이라고 구

분하며 어지럼은 심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안진이 관찰되

는 경우 중추성 지속체위안진(central persistent positional 
nystagmus)이라고 한다[31].

중추성 돌발체위현훈을 분석한 연구에서 안진의 방향

이 머리의 회전 후 즉각적으로 발생하며, 머리 회전의 반

대방향을 향하고 약 5초의 시간 상수를 가지면서 감쇠하

는 특징을 확인하여 반고리관 신호에서 근원하는 안진임

을 제시하였다[32,33]. 앞서 속도저장회로의 보완적 feed-
back loop 중 rotational feedback은 이러한 안진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중추신경계, 특히 소뇌에 병변이 있

는 경우, 전정신경핵의 활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회전 

후 반응이 증가되며, rotational feedback의 기능도 원활히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전 후 안진이 중추성 

돌발체위현훈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Fig. 8).
중추성 지속체위안진은 특정 자세에서 시간에 따라 감

쇠하지 않는 지속성을 보이는데, 중력의 방향에 따라 그 

크기가 변화하는 특징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소뇌 병

변에 의해 중력방향 추정에 지연 및 오류(bias)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였고(Fig. 9), 이는 실제 이석기관에서 전달되

는 GIA와 추정된 중력과의 차이를 유발하여 rotational feed-
back이 작동되고, 결과적으로 수직축 이탈회전에서 관찰

되는 안진의 bias와 같이 지속체위안진을 형성하는 것으

로 제시하였다[34].

3. 전정실신

앞서 전정자율신경반사는 이석기관과 교감신경계의 

반응이 주요하고, 압력반사와는 다르게 100–200 msec의 

짧은 반감기를 가짐을 기술한 바 있다[12-14]. 일반적으로 

기립자극 시 체액이 체내의 아래쪽으로 몰리게 된다. 기
립자극이 발생하면 실제 머리의 위치는 위로 이동하기 때

문에 이석기관은 중력가속도와 아래로 향하는 관성가속

도의 합을 뇌에 전달한다[1,17]. 뇌는 중력가속도의 크기

를 알고 있으므로, 관성가속도만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관

성가속도는 feedforward 방식으로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와 심박 출력을 증가시켜 혈압

을 일차적으로 보상한다. 만약 그 반응이 부족하게 되면, 
압력수용체가 부교감 활성을 떨어트려 혈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석기관에서 잘못된 관성가속도 

신호가 발생한다면 잘못된 교감신경 반응을 초래하여 체

액의 상대적 변화 없이 혈관 수축 및 심박수와 심박출력 

증가를 일으킬 것이고, 이는 비정상적 혈압 상승을 유발

할 수 있다. 이때 뒤를 잇는 압력반사는 부교감 활성을 

증가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려 할 것이며, 만약 그 반응이 

강하다면 미주신경성 실신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35]. 
또한 속도저장회로의 기능을 고려하면 잘못된 관성가속

도는 반드시 이석기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중력가속

도에 정렬하지 않는 회전 벡터를 초래하는 반고리관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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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mechanism of central
persistent positional nystagmus. 
(A) Schematic diagram represent-
ing the lesion induced gravity esti-
mation bias within the velocity- 
storage circuit. (B) Model simu-
lation showed persistent false rota-
tional cue (estimated w) induced 
by central lesions without rota-
tional cue during ear-down posi-
tions. GIA, gravitoinertial accel-
eration; CPN, central positional 
nystagmus.

Fig. 10. The autonomic response 
during orthostatic maneuver and 
the expected response in vestibular 
syncope. GIA, gravitoinertial ac-
celeration; BP,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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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전정신경계의 목적과 중추신경 네트워크, 말초전정신

경계의 특성과 이를 보상하는 속도저장 기전의 생리적 이

해는 전정안반사를 넘어 전정인식, 전정(목)척수반사, 전
정자율신경반사에 걸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정질환자

의 다양한 임상증상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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