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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depression, or other psychiatric symptoms can be the primary cause of 
dizziness and the secondary complication of dizziness. Regardless of precedence 
or consequence, dizzines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sychiatric problem. On 
this ground, this chapter reviews the association between dizziness and anxiety 
and the treatment for dizziness with psychiatric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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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지럼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증상이다. 만성 

어지럼이 있는 환자들은 직업 활동, 신체 활동, 집안일, 
타인과의 사회성 관계 유지 등에 불편함을 느끼며, 그 정

도는 류마티스 질환, 암 환자들의 일상생활 관련 불편감

보다 심하기도 하다[1]. 일상생활 중 어지럼 때문에 넘어

질까 하는 걱정, 두려움을 포함한 심리적 증상 또한 매우 

흔하며, 이런 심리적 불편감이 어지럼 환자의 자세 유지

나 근긴장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있다[2,3]. 그 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어지

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불안과 공황장

애, 신체화 장애, 정동장애가 50%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했

으며[4], 불안장애, 우울 등의 정신질환은 어지럼에 선행

하기도 한다[2]. 따라서, 불안과 우울로 대표되는 심리적 

질환은 어지럼을 유발하는 일차성 주원인(primary cause)
이 될 수 있고, 전정 질환 이후 보이는 이차성 합병증(se-
condary complication)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2]. 이 글

에서는 어지럼과 불안, 심리적 요인의 상관관계와, 이와 

관련된 증상의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알아보고자 한

다.



최서영 외 1인. 어지럼과 불안의 상관관계: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

41

급성 자발 어지럼(acute spontaneous 
vertigo/dizziness)과 불안

일상생활 중 갑자기 어지럼 혹은 현훈이 있을 때 감별

해야 할 가장 흔한 심인성 원인은 공황발작이다(Supple-
mentary material 1) [5]. 보통 10–15분 내에 최고조에 다다르

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있으며, 가장 흔한 신체증상은 

흉통, 두근거림, 심폐기능 증상, 어지럼이다. 어지럼은 다

양한 양상으로 표현되며, 도는 듯한 느낌의 현훈이 발생

할 수 있으나, 보통은 전정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훈

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다. 보통 발작이 사그라진 이후 병

원에 오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 사항을 찾기 

어려우며, 대신 동반된 심한 불안, 공포가 있는지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감별해야 한다[5]. 
급성 전정신경염 이후 약 30%의 환자가 발생 1년 후에

도 현훈이 남아있었는데, 이는 객관적 전정기능의 이상과

는 관련이 없었으며, 환자의 심리적 불안과 의미있는 연

관성을 보였다[6]. 반대로, 이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은 전정신경염 혹은 기타 전정질환이 동반될 경우 

기존의 심리적 증상이 심해지며, 잔여 어지럼이 길게 지

속되는 경우가 많았다[7]. 결국 기존에 있었던 혹은 새로 

발생한 심리적 증상이 해소되어야 어지럼이 만성으로 이

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5]. 따라서 공황발작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동반된 어지럼의 치료는 심리 증상

에 대한 약물 치료의 원칙과 거의 동일하다. 불안장애 약

물 치료와 함께 어지럼에 대한 보존적 약물 혹은 재활 치

료를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전정신경염 등의 급성 어지럼 
환자를 대할 때는 동반된 심리적 이상 징후가 있는지 면밀

히 병력 청취를 해야 증상의 빠른 호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디아제팜(diazepam)은 대표적 항불안제로 효과가 빠르

기 때문에 뇌전증의 급성기 약물로 흔히 사용하며, 급성 

어지럼의 경우에도 종종 사용한다. 급성기 어지럼에 보상

적으로 나타나는 핵간 억제(internuclear inhibition)가 초기

의 기능적 보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 동안에 

소량의 디아제팜을 통해 핵간 억제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8]. 진정 효과 때문에 심한 어지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약 자체에 대한 내성이 잘 생길뿐 

아니라[9] 중추성 보상작용을 방해하며, 실제 항현훈 효

과가 아니라 진정작용이 더 우세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

기 때문에[10] 반드시 적정 용량을 짧은 기간에만 사용해

야 한다[9,10].

양성돌발두위현훈의 어지럼과 불안

가장 흔한 말초성 어지럼의 원인인 양성돌발두위현훈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은 침범된 세반

고리관의 위치를 정확히 국소화(localization)해서 해당되

는 이석정복술(canalith repositioning maneuver, CRM)을 시

행하면 치료되는 질환이다[11]. 보통은 CRM 후 안진이 사

라지면서 어지럼도 호전되지만, 검사에서 안진이 보이지 

않아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임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12]. 성공적 CRM 이후의 잔여 어지럼의 특징에 대한 

최근 보고에서는 약 30%–60%의 BPPV 환자들이 안진 없

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12-14]. 이렇게 남아있는 어지럼은 BPPV로 유발되는 현

훈과는 다르게 강도가 좀 더 약한 비현훈성 어지럼이 대

부분이었다[14]. 잔여 어지럼은 침범된 세반고리관이나 

성별, CRM의 횟수와는 상관이 없었고[12], 가장 큰 예측

인자는 불안 증상이었으며, 관련 지수(panic agoraphobia 
score, Beck anxiety inventory score)가 높았던 환자들이 잔재 

어지럼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15]. 특히, 진단 전에 

체위현훈이 있었던 기간이 길수록 불안의 강도가 더 심해

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CRM의 실행

이 중요하다[12]. 
그러나, CRM이 오히려 잔여 어지럼을 악화시키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BPPV 환자 179명을 대상으로 에플리

(Epley) 정복술 이후 불안과 불편감을 설문조사 했을 때 

25%가 불안하다고 느꼈으며, 2주가 지난 이후에도 이런 

불안이 지속된다고 밝혔다[16]. CRM으로 인한 체위현훈

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동반되어야 심리적 불안이

나 공포를 줄일 수 있다[16].
성공적 CRM 이후에 예방적인 항불안제를 사용하는 것

에 대한 합의안(consensus)은 아직 없다. CRM 이후 예방적

으로 에티졸람(etizolam)을 2주간 사용했던 약물치료 연구

에서, 약을 사용한 그룹이 약을 쓰지 않은 그룹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어지럼의 주관적 수치(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가 더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던 연구가 있어

서 고려해 볼 수는 있다[17].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약을 

쓰지 않은 군에서도 어지럼이 충분히 호전되었고, DHI 중 

심리적 부분만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에서는 약물과 그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약물 처

방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18]. 또, BPPV 환자에서 어지

럼이 발생한 직후 불안지수가 높기는 하지만, 결국 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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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이 호전되면서 2주 이내에 불안도 거의 호전되므로 약

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5]. 결국 임상에서는 개

인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지지와 격려, 약물 치료의 혼합 

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삽화성(episodic) 어지럼과 불안

삽화성 어지럼을 보이는 질환에서 불안이나 우울 증상

은 드물지 않다[5]. 약 600명의 어지럼 환자 중 약 50%에

서 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정동장애가 확인되었고, 이 중 

삽화성 어지럼을 특징으로 하는 전정편두통과 전정발작

(vestibular paroxysmia)이 약 50%를 차지했다[4]. BPPV, 중
추 어지럼, 메니에르병 환자의 약 35%–40%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정신경염이나 양측 전정병증

의 불안 유병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4]. 국내 연구에서

도, 15%–25%의 전정편두통 환자에서 우울과 불안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19]. 삽화성 어지럼 환자 중 정신과

적 동반 질환이 있는 군이 신체적 장애를 더 호소하고 삶

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반 심리 증상에 대한 

적극적 관여와 치료가 필요하다[5,7].
흥미로운 사실은, 불안이나 우울의 정신과적 이상 증

상이 삽화성 어지럼보다 양측 전정병증 환자에서 낮게 관

찰된다는 것이다[2,4,20].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약 700명의 

어지럼 환자 중 어지럼과 관련된 불안 점수(Vertigo Handi-
cap Questionnare anxiety score)가 양측 전정병증에서 가장 

낮았고, 기능성 어지럼이나 전정편두통, 메니에르병에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했다[20]. 양측 전정병증은 2017년 

바라니 학회(Bárány Society)에서 그 진단 기준이 확정되었

으며, 보행 중 혹은 머리의 움직임으로 인한 진동 시, 걷거

나 서 있을 때 발생하는 불안정함이 임상적 특징이다[21]. 
따라서 자주 낙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질환이며, 보행 중 

지팡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낙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

다[21]. 어지럼 환자에서 보이는 특정 공포 중 하나가 낙상

에 대한 공포이며,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이 공포가 자세

의 불안정이나 유연성을 감소시켜 오히려 더 낙상을 일으

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정

질환과 비교하여 양측 전정병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불안

이 적은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2]. 전정신경계와 시상

을 포함한 정서 관련 신경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정상적 말초 전정기능이 오히려 불안장애를 유발하

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어 있다[20].

만성 어지럼과 불안

정신질환은 만성 어지럼의 주요한 원인이다. 독일의 

역학 연구에서, 만성 어지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35%에서 불안과 우울증이 어지럼의 일차 주원인이었다

[22]. 이는 일반 인구의 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유병률의 

10배 정도에 달한다[22]. 또, 말초 전정질환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은 이차적으로 어지럼을 만성 합병증으로 유지

시키기도 한다. 전정신경염 같은 급성 어지럼의 경우 2%–
10% 정도에서 전정기능 장애가 유지되면서 만성으로 남

고, 25%에서는 전정기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

안을 동반한 만성 어지럼으로 진행한다[5]. 전정편두통, 
메니에르병, 재발성 BPPV의 경우에는 질환으로 인한 삽

화성 어지럼이 아닌, 만성 심인성 어지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25%, 질환관련 어지럼과 함께 심리적 불안장애로 

진행되는 경우가 25% 정도를 차지한다[23]. 정리하면, 급
성과 삽화성 어지럼의 환자는 25%–50%는 만성 어지럼으

로 진행할 수 있으며, 만성으로 진행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인자가 불안이다[5]. 우울증은 불안보다는 어지럼 증

상이 적을 수는 있으나, 우울 증상이 어지럼을 만성으로 

공고히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23].
따라서, 불안과 우울장애는 만성 어지럼의 감별 진단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신질환의 진

단 기준을 어느 정도는 숙지해야 하나, 신경이안과 전문

의가 외래에서 불안과 우울 장애를 기준에 맞춰 진단하고 

치료하기란 현재 의료 환경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임상

에서는 몇 가지 설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n-
xiety disorder scale, Hamilton depression scale 등)를 진단 스

크리닝용으로 비교적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
만성 어지럼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심인성(psychogenic) 

어지럼, 혹은 기능성(functional) 어지럼이라고 추정되나, 
그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유병률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

지 않았다[5]. 이에 따라 심인성 요인에 의한 어지럼을 불

안이나 우울장애와 분리하여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한 많

은 노력이 있었고, 2017년 바라니 학회에서는 공포체위현

훈(phobic postural vertigo), 시각현훈, 만성주관적어지럼(ch-
ronic subjective dizziness)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지속체

위지각어지럼(persistent postural-perceptual dizziness, PPPD)
으로 진단 기준을 정립하였다(Supplementary materi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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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체위지각어지럼

PPPD는 진단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3개월 이상 지속

되는 자세불안이나 비회전성 현훈이 보통 하루에 수시간 

이상 지속되는 만성 전정질환이다(Supplementary material 
2). 환자들은 머리 안이 흐릿하다, 안개가 낀 것 같다, 무
겁다, 텅 빈 것 같다 등 증상을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곤 

한다. 이런 어지럼은 자세나 움직임, 시각적 자극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또, 중요한 특징은 어지럼을 유발한 선행 

질환이 있다는 것이다. 선행 질환은 급, 만성 전정질환은 

물론이고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내과, 정신과적 

질환을 포함한다[24].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어지럼이 발생했을 때는 말초, 

중추 신경계에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보상 기전이 작

동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 보상작용과 전정기능의 회

복을 통해 어지럼이 해소된다. 그러나 신경증성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이미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정상적, 과민성 보상작용 때문에 

오히려 어지럼이나 불균형이 더 악화된다. 과민화된 신경

계는 어지럼의 누적으로 인한 보행 중 이상 자세, 뻣뻣함, 
피로, 낙상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며, 이것들은 또다른 어

지럼으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통해 증상이 

악화, 고착화될 수 있다[8,9,25]. PPPD의 치료 목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절한 보상반응을 유도하여 어지

럼을 감소시키는 것이다[25].
아직 다기관 맹검 임상연구는 많지 않아서 PPPD의 표

준 치료는 없으나,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 재활 치료의 

다각적, 다학제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25, 
26].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적극적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

이 됨을 밝혔고[27,28],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할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

에게 본인의 진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본인의 

증상에 직면하여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자세를 

스스로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또한, 어지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심리적 지지를 통해 

안정으로 유도하여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어지럼을 경감

시키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25,27].
약물 치료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

프린 재흡수 억제제(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
tor, SNRI)는 PPPD 치료에 권고할 수 있는 약물들로 알려

져 있다[25].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약 두세 달이 

걸리며, 경험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권

유된다[8,29]. 12주간 SSRI를 사용하고 나서 그 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를 보고한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65% 
환자에서 SSRI의 복용으로 인한 증상 호전을 보고하였으

며, 성별이 여자인 경우, 나이가 어린 경우, 불안 점수가 

낮을 경우 약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보고했다[30]. 
PPPD의 전정 재활 치료의 기본적 원칙은 과긴장된 체

내의 균형 시스템을 탈과민화(desensitization)하는 것이며, 
보통 습관화(habituation)와 이완요법을 이용한다[27,31]. 
습관화는 어지럼을 유발하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시

켜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자극의 제시는 최대한 느리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유지한

다[32]. 기존의 고식적 재활 치료보다는 개인의 증상에 맞

는 전략이 필요하며[32,33], 걷기 운동부터 어지럼을 유발

하는 머리의 움직임에 중점을 둔 특정한 운동까지 넓은 

범위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27]. 최근에는 적절한 

시각 자극과 머리, 목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유도할 수 있

는 도구로 여러 형태의 가상현실기기가 사용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효과적 맞춤 전정운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31]. 최근 자체 개발한 head-mount display를 이용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30명의 PPPD 환자에게 전정재활

운동을 한 달간 시켰을 때 유의하게 증상과 보행 기능이 

호전되었으며 특히 시각어지럼(visual vertigo)의 증상이 심

한 사람에서 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31]. 이는 가상현실이 전정재활운동의 전략적 도

구로 유용하며, 특히 시각 자극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시각 자극을 통한 습관화 운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 최근 연구로, 비침습적 전기자극을 응용한 증상

의 개선이 보고되었다. 16명의 PPPD 환자에게 90초 동안 

3회, 하루 2번의 비침습적 미주신경 전기자극을 했을 때, 
삶의 질이 개선되고 어지럼의 강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

으며, 자세의 불안정성도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위약

(placebo) 효과를 감안해야 하나, 전기 자극이 효과적인 치

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연구이다

[34].

결    론

어지럼에 동반된 심리적 문제는 임상의에게 까다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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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요하는 치료 과제 중 하나이다. 어지럼의 원인과 

별개로, 불안과 우울감이 해결되어야 어지럼이 호전될 수 

있으며 심리적 이상을 방치해두면 만성 어지럼으로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밀한 병력 청취, 정확한 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어지럼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감별, 심리적 

문제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

신과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와 적극적

인 협진을 고려해야 한다. 

중심 단어: 어지럼, 불안, 심인성어지럼, 우울, 지속체위

지각어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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