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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실신을 주소로 한 환자의 원인질환 분석연구

실신은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상태가 정지되고 짧은

시간 후 자발적으로 회복된다. 응급실내원환자와 입원환자의 상당수는 실신

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된다. 실신은 다양한 원인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일과성의 기립성 저혈압에서부터 심정지(cardiac arrest )와 같은 심각한 심

장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이 실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원인 질환의

규명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워 여러 검사를 시행하여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신의 효과적인 진단은 재발의 방지, 치료 및 예후의 예측의

전제조건이며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도 맞닿아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실신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신의 임상양상 파악과 여러 가지 실신진

단을 위한 검사들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신의 임상양

상, 원인질환별 분포에 관한 보고는 소수의 외국보고 외에 국내보고는 없는

실정이며 검사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기립경사검사 등에서 일부 제

한적으로만 보고되어 있다.

실신의 진단을 위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의 중요성은 다른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실신의 경우 이를 통해 확진이 이루어지고

바로 치료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신의 원인과 각각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진찰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실신의 원인별 분

포에 관한 정보 및 각각의 임상발현양상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연구자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

원 및 외래기록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 환자 121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5명, 여자가 56명이었으며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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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평균연령은 36.0± 14.7세였다.

2. 첫 실신을 경험한 평균연령은 21.7±20.6세였으며 의식소실 동안은 58명

에서 기록되어 1분 미만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신 당시의 상황은

서있는 상태가 53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실신 시 전구증상으로 62

명(51.2%)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3. 65명(53.7%)에서 실신의 재발을 경험하였다. 재발까지의 평균기간은 5.7

±8.4개월이었으며 재발한 경우 평균횟수는 4.1±9.2회였다.

4. 첫 실신 후 내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31.7개월이었으며 재발이 있었던 경

우는 평균 62.6개월, 재발이 없었던 경우는 평균 1.4개월이었다.

5. 첫 내원 시 74명(61.2% )에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만으로 추정진단이 이

루어졌다. 추정진단은 신경심장성 실신이 62명(49.6%)으로 가장 많았으

며 상황성실신이 15명(12.4% ), 심장성실신이 16명(13.2%), 기립성저혈압

이 6명(5.0%), 신경혈관성실신이 3명(2.5%), 과호흡증후군이 2명(1.7%)이

었다. 18명(14.9%)에서는 원인미상이었다.

6. 추가적인 검사는 기립경사검사가 67회로 가장 많이 실시되어 51명에서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 외 활동심전도(31예), 심초음파검사

(33예), 운동부하검사(25예) 등이 실시되었다. 활동심전도에서는 6명에서

부정맥과 동반되는 증상이 발견되어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심

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은 선택적으로 실신 진단의 보조적인 목적

에서 시행되었다.

7. 최종진단은 신경심장성 실신이 60명(49.6%)으로 가장 많았다. 상황성 실

신으로 진단 받은 15명은 실신시의 상황에 대한 병력청취만으로 진단이

이루어졌다. 심장성 실신은 12명(9.9% )으로 tor sades de pointes 1명을

포함한 심실빈맥 5명, 심방조동의 1:1 방실전도 1명, 심방세동과 동반된

W olff- Parkin son - W hite 증후군 1명, 동기능부전 증후군 2명, 완전방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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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이었다. 기립성저혈압은 8명이었으며 빈혈, 과호흡증후군, 간질발

작이 각각 2명씩 있었으며 신경혈관성 실신이 1명 있었다. 19명(15.7%)

에서는 원인불명이었다. 최초의 추정진단과 최종진단과의 일치도는 121

명 중 72명(59.5%)에서 일치하였다.

8. 임상경과의 추적결과 평균 37.7개월 관찰기간 동안 91명의 추적 가능한

환자 중 8명(8.8%)에서 실신의 재발이 있었다. 추적기간동안 2명(2.2% )

이 사망하였는데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tor sades de pointes 환자 1명이

급사하였으며 원인 미상의 실신환자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원인

미상의 환자에서 급사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연구대상의 많은 부분은 신경심장성 실신과 상황성 실신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정밀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그리고 안정시 심

전도만으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였다. 다양한 추가적인 검사는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임상에 도움을 얻었다. 실신의 진단에

있어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그리고 심전도 이외의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선택이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실신, 진단, 병력청취, 임상양상, 효율성

3



실신을 주소로 한 환자의 원인질환 분석연구

< 지도 김성순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 충 원

I . 서 론

실신(Syncope)은 수분 내에 일시적이고 자발적으로 깨어나는 의식소실로

정의된다1 . 실신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3%를 차지하고 입원환자의 약

1%는 실신과 연관되어있는 임상적으로 단일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것이다

1 ,2 . 실신은 또한 재발이 흔하여 Savage등의 전향적 연구1에 의하면 실신 경

험 환자의 약 30%에서 재발의 위험이 있다 하였다. 실신의 높은 재발 확률

과 실신의 경험이 환자에게 미치는 충격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원인규명은 신속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신을 주소로 내원 하는 환자들의 원인 규명은 중요하면서도 어

려워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0 -

50%에 이른다2 ,3 . 실신의 효과적인 진단은 재발의 방지, 치료 및 예후의 예

측의 전제조건이며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도 맞닿아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실신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신의 임상양상 파악과 여러 가지

실신진단을 위한 검사들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신의 원인은 심정지(cardiac arrest )와 같은 심각한 심장질환의 전구증상

에서부터 기립성 저혈압, 신경계질환에 의한 실신, 많이 보는 신경심장성

실신(neurocardiogenic syncope), 기타 대사장애나 정신과적 질환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며 실신과는 다른 의식소실 현상도 내원 당시에 실신으로

4



기술되기도 한다3 - 6 .실신 환자의 예후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다양하여 심장성

실신의 경우 높은 사망률과 급사율을 보이는 반면 신경심장성 실신의 경우

재발은 잦지만 예후는 양호하다.

실신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병력청취와 진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나7 이를 위해서는 실신의 원인과 각각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진찰자

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실신의 원인별 분포에 관한 정보 및

각각의 임상발현양상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차적인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확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에는 응

급실에서 쉽게 시행하는 12유도심전도(12 leads electrocardiogram ) 외에 심

초음파검사(echocardiography ), 활동중 심전도 검사(continuous ambulatory

ECG recorder ), 이벤트기록기(event recorder ), 기립경사검사(head- up tilt

t est , HUT ), 임상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모

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자원

의 낭비와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신환자의

진단을 위한 알고리즘적 접근(algorithmic approach )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개발되고 제안되었으나7 이의 임상에서의 적용은 검사의 가용성 및 검

사자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재 흔히 사용되는 기립

경사검사8외에 24시간 활동중 심전도검사(24- hour electrocardiographic

m onitoring )9 ,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및 심장전기생리학 검사

(electrophysiologic study , EPS )등이 실신의 진단에 이용되어 각각의 유용

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있었으나 실제 이러한 검사들이 어떻게 임상에 적용

되어 진단에 유용한 결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립경사검사 이외에

는 드문 실정이다.

실신의 진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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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그러나 병력청취와 신체검진만으로 다른 추가검사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검진에서 의심되는 원인질환과 최종적으로 내려진 진단과의 일치여

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실신의 원인질환의 분포가 외국과 다를

것으로 판단되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신의 원인별 분포는 Linzer 등7 및 Kapoor 등2의 보고가 있었으며

Savage 등이 Framingham study를 토대로 한 보고1가 있었으나 실신의 다

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보고가 국내의 분포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의 보고와 같이 국내에서도 내원 환자 및 입원환자에서 실

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리라는 것은 추정이 가능하다.

실신으로 내원 하는 환자들의 원인별 분포와 임상양상, 그리고 진단절차에

관한 정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외국보고 외에 국내보고는 없

는 실정이다. 또한 실신의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검사와 이를 통한 진단

및 치료과정의 실제 양상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검사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기립경사검사 등에서 일부 제한적으로만 보고되어 있다10 ,1 1 . 이러한

정보는 국내 실신환자들의 임상양상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진단절

차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 실신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실신환자들의 원인별 분포

및 임상양상, 진단과정의 실제 적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인질환별

분포 및 진단방법의 유효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at abase)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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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재료 및 방법

1 . 재료

1996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실신을 주소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

원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원 및 외래기록을 검토하여 실신의

정의에 부합하게 수분에서 30분 이내의 일시적이고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의식소실이 있었던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시적인 의식소실을 주소로

하였으나 기존에 진단된 간질발작(seizure ), 목격된 간질발작(witnessed

seizure), 다른 병원에서 일차적인 검사를 받은 환자, 두부손상 등 분명한

다른 원인에 의한 의식소실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2 . 방법

대상환자의 의무기록을 자료로 삼아 다음의 정보를 얻어 분석하였다.

가. 첫 실신의 임상양상: 실신이 일어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기록을

얻는다. 즉 실신의 유발요인, 기간, 시간, 반복성, 전구증상, 동반증상/ 질환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나. 첫 실신전의 병력 및 투약상태

다. 내원전 실신의 재발여부

라. 첫 내원시의 상황: 첫 실신 후 내원까지의 경과시간, 내원 장소 및 내

원과, 첫 내원 시까지 실신 회수

마. 첫 내원시의 평가: 최초의 진단(fir st impression )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진단방법, 기간 및 최초 진단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바. 추가적인 검사/치료: 확진을 위해 시행한 검사, 진단에 결정적이었던

검사, 최종진단 및, 치료방법.

사. 임상경과의 추적관찰: 내원 이후 연구시점까지 실신의 재발 및 치료의

7



지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외래 내원이 중단된 환자의 경우 전화인터뷰로

위의 정보를 얻었다.

3 . 자료의 분석

얻어진 자료들은 연구목적에 준하여 분석한다. 각 원인질환별 기술통계 이

외에 최초 추정진단과 최종진단과의 일치성을 분석한다. 각 검사방법의 유

효성(efficacy )은 총 검사횟수에 대한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율로 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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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 결 과

1 .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 환자는 121명으로 남자가 65명, 여자가 5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6.3세였다. 동반질환은 고혈압이 9명, 심장판막질환이 1명, 허혈성심질환이

1명이었으며 심장판막질환과 고혈압이 같이 있었던 경우가 1명이었다(표1).

고혈압이 있던 환자 중 2명은 베타차단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1명은 칼슘통

로차단제를 복용 중이었다.

2 . 대상 환자군의 첫 실신의 양상

첫 실신시의 평균연령은 21.7세였으며 의식소실 시간은 1분 미만이 32명으

로 가장 많았다. 1분에서 5분 미만이 13명, 5분 이상이 12명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63명에서는 목격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알 수가 없었다.

실신시의 상황은 서있는 상황(10분 이상)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

시가 14명이었으며 기립시, 안정시, 배변시, 배뇨시, 그리고 정서적 충격의

표 1 . 전체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성

성별(남 : 여 ) 65 : 56
나이(세) 36.0 ± 14.9*

기존질환

고혈압 8
심장판막질환 1
고혈압 + 심장판막질환 1

복용약물

베타차단제(Beta - blocker ) 2
칼슘길항제(Calcium channel blocker ) 1
이뇨제(Diuretics ) 1

*; mean ± st 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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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었다. 11명에서는 기록이 없었다. 6명에서는 실신 당시 음주상태였다.

의식소실의 전구증상으로는 61명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상을 호소하였고,

오심/ 구토가 14예, 빈맥이 8예에서 호소하였으며 그 외 호흡곤란, 흉통, 두

통 등의 순이었다.

실신으로 인해 외상을 입은 경우는 9명이었으며 요실금이 있었던 경우도

2예에서 있었다(표2)

표 2 . 첫 실신의 양상

나이 (세) 21.7±20.6
경과시간 (% )

1분 미만 32(26.4)
1분 이상, 5분 미만 13 (10.7)
5분 이상 12( 9.9)
미상 63 (52.1)

상황 (% )
기립(10분 이상) 53 (43.8)
운동 14 (11.5)
기립(동작 중) 13 (10.7)
휴식 11( 9.1)
배변 8 (6.6)
배뇨 7 (5.8)
정서적 충격 4 (3.3)
미상 11(9.1)

전구증상/ 동반증상 (% )*

어지러움 62(51.2)
오심/ 구토 14 (11.5)
빈맥 8 (6.6)
호흡곤란 6 (5.0)
흉통 4 (3.3)
두통 5 (4.1)
실신에 따른 외상 9 (7.4)
요실금 2(1.7)
무증상 20(16.5)

* 중복대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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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신의 재발

대상 환자 중 65명(53.7%)에서 내원 전까지 실신의 재발이 있었다. 첫 실

신에서 재발 시까지의 기간은 평균 5.7±8.4개월이었다. 1년 이상 3년 미만

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3년 이상, 다음날부터 1

주일 이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같은 날,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순이

었으며, 6명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재발한 경우의 평균 재발 횟수는 4.1회

였다(표3).

4 . 첫 내원시의 상황

첫 실신 후 내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31.7개월이었으며 재발이 없었던 경우

는 평균 1.4개월, 재발이 있었던 경우는 평균 62.6개월이었다.

표 3 . 실신의 재발

재발률 65/ 121(53.7% )

재발회수(회)* 4.1 ± 9.2

재발까지의 기간

같은 날 5

1주일 이내 7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4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

1년 이상, 3년 미만 17

3년 이상 9

미상 6
* 재발회수는 재발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재발횟수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

외한 값. Mean ± st 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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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장소는 외래 107명 응급실 14명이었으며, 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

다가 온 경우는 5명이었다. 외래로 내원한 경우 심장내과로 내원한 경우는

77예, 신경과 26예이었으며, 가정의학과 2예 , 신경외과 2예의 순이었다.

5 . 첫 내원시의 진단방법

병력청취와 신체검진만으로 첫 추정진단(impression )이 이루어진 경우는

74예(61.2%)였으며, 뇌전산화단층촬영/ 전자기공명영상(brain CT/ MRI)는 12

예, 뇌파검사(electro- encephalography , EEG)는 6예, 활동심전도검사(Holt er

m onitoring , telem etry )는 4예, 운동부하검사는 3예에서 이루어졌다. 심전도

는 심장내과로 내원한 경우와 응급실로 내원한 모든 환자에서 담당의사의

진찰 전에 시행되었으며 7예에서는 심전도 이상으로 부정맥과 관련한 추정

진단을 얻을 수 있었다. 뇌파검사는 모두 신경과로 내원한 경우에서 행해졌

다.

첫 평가 후 내려진 추정진단은 61명에서 신경심장성 실신

(neurocardiogenic syncope)이었다. 배변 및 배뇨와 연관된 상황성 실신

(situational syncope, neural noncardiac syncope)은 15명에서 관찰되었다.

빈맥 혹은 서맥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는 각각 9명, 7명이었으며 그

외에 기립성 저혈압, 신경혈관성 실신(neurovascular syncope), 과호흡증후

군 등의 순이었다. 첫 평가를 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18명에서는 원인미상

의 실신이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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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추가적인 검사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는 67예에서 HUT 를 시행하였으며, 심초음파는

33예, 활동심전도검사는 31예, 운동부하검사는 25예에서 행해졌다. 뇌파검사

는 2예에서 시행되었으며 1예에서는 심장전기생리학검사(electrophysiologic

study , EPS )후 우회로의 절단을 시행하였다. 그 외에 뇌전산화단층촬영/ 자

기공명영상, 활동혈압검사(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등이 이루

어졌다. 활동심전도에서는 6명에서 부정맥과 동반되는 증상이 발견되어 진

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은 선택적으

로 실신 진단의 보조적인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14예에서는 추가적인 검사

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2명은 추정진단기록이 없었으며 8명은 신경심

장성 실신으로 추정되었었다. 8명 중 6명에서는 내원 전 한번만 실신이 있

었다(표5).

표 4 . 초진시 추정진단

추정진단 예 P ercent
신경심장성 실신 (n eurocardiog enic syn cope) 61 50.4

상황성 실신(situ at ional syncope ) 15 12.4

배변 (defecation ) 8 6.6

배뇨 (micturition ) 7 5.8

심장성 (cardiog enic syn cope) 16 13.2

빈맥 (tachy cardia ) 9 7.4

서맥 (brady cardia ) 7 5.8

기립성저혈압 (orthostatic hypoten sion )* 6 5.0

신경혈관성 실신 (n eurov ascular syncope) 3 2.5

과호흡증후군 (hyperv entilat ion syn drom e) 2 1.7

미상 18 14.9
T otal 121 100.0

*약물로 의한 저혈압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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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실신의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시행 예 확진1

기립경사검사 67 51

심장초음파 33 2

활동심전도 31 6

운동부하검사 25 2

뇌파검사 2 0

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2 2

심장전기생리학검사 1 1
활동혈압검사 1
시행 안 함/ 없음 14 342

1. 진단에 결정적이었던 검사.
2.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14명 포함.

진단에 결정적이었던 검사는 HUT 가 51예에서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고, 활동심전도 5예, Echocardiography , brain CT , EPS 등의 순이었으며

32예에서는 추가적인 검사에도 불구하고 확진을 얻을 수 없었다(표5). 신경

심장성 실신으로 추정된 61명 중 8명은 HUT 를 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

였으며 HUT 를 시행 받은 52명중 44명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최초 신경

심장성 실신으로 추정되었던 61명 중, 1명은 추가적인 검사도중 외래내원을

중단하였고 7명에서는 HUT 를 포함한 추가검사에서 확진을 얻을 수 없었

다. 신경심장성 실신으로 추정되었던 환자 중 HUT 이외의 추가적인 검사를

받은 환자는 3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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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종진단

최종적으로 붙여진 진단은 신경심장성 실신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49.6%). 그 외에 상황성 실신(배변실신, 배뇨실신 등), 심장성 실신, 기립성

저혈압, 등의 순서였다. 심장성 실신 12명중 빈맥에 의한 실신은 7명으로

그 중 5명은 심실빈맥이었다. 특발성심실빈맥이 3명, 운동유발심실빈맥

(exercise induced ventricular tachycardia ) 1명, 그리고 저마그네슘혈증으로

인한 tor sades - de- pointes가 1명이었으며 심방조동이 1:1 방실전도되면서

졸도한 예가 1명, 심방세동과 동반된 W olff- Parkin son - White 증후군

(W olff - Parkinson - W hite syndrome, W - P - W syndrome)이 1명이었다. 서

맥에 의한 실신 3명중 2명은 동기능부전 증후군(sick sinus syndrome)이었

으며 1명 완전방실차단이었다. 2명에서는 대동맥판막협착증에 의한 실신이

었다. 19명에서는 세밀한 진단과정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이었다(표6).

추정진단시 원인미상이었던 18명 중 4명은 HUT 에서 양성을 보여 신경심

장성 실신으로 진단할 수 있었으며 2명은 활동성심전도 검사에서 심실빈맥

이 발견되었고 1명은 동기능부전으로 진단되었다.

최초의 추정진단과 최종진단과의 일치도는 121명 중 72명에서 일치하여

59.5%이었다. 신경심장성 실신으로 진단 받은 60명 중에 48명은 추정진단

과 일치하였으며 7명은 심장성 실신(tachyarrhythmia 4, bradyarrhythmia

3), 1명은 뇌졸중으로 추정되었었고 4명에서는 추정진단에서 원인미상의 실

신으로 기록되었다(sensit ivity = 48/ 60, 80.0%). 상황성 실신으로 진단받은

15명(defecation syncope 8, micturition syncope 7)은 실신시의 상황에 대한

병력청취로 진단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검사에서는 2명이 HUT 에 양성

을 보였다. 심장성 실신 14예 중 6예에서 활동심전도(Holter monitoring ,

t elem etry )중 나타난 심전도 이상으로 확진 할 수 있었다. 1명에서는

W - P - W 증후군으로 EPS를 시행하여 빈맥과 동반되는 증상을 유발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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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다.

기립성저혈압으로 진단된 환자는 8명이었으며 이 중 2명은 고혈압으로 한

명은 베타차단제와 이뇨제를 병용하고 있었으며 한 명은 베타차단제를 복

용 중이었다. 빈혈로 진단 받은 2명중에 한 명은 혈색소(hem oglobin )가

6.2mg/ dL이었고 다른 한 명은 혈색소가 7.1mg/ dL로 모두 철결핍성 빈혈이

었다.

신경혈관성 실신으로 추정되었던 한 명과 심장성실신(빈맥)으로 추정되었

던 한 명은 간질발작으로 밝혀졌다.

표 6 . 최종진단

진단명 예 percent
신경심장성 실신(neurocardiogenic) 60 49.6
상황성 실신(situational syncope) 15 12.4

배변(defecation ) 8 6.6
배뇨(micturition ) 7 5.8

심장성(cardiogenic syncope) 12 9.9
빈맥(tachycardia ) 7 1 5.8
서맥(bradycardia ) 3 2 2.5
판막질환(valvular heart disease) 2 1.7

기립성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 )3 8 6.6
신경혈관성 실신(neurovascular ) 1 0.8
간질발작(seizure) 2 1.7
과호흡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 2 1.7
빈혈 2 1.7
미상 19 15.7
계 121 100.0

1: 심실빈맥 5명, 심방조동의 1:1 방실전도 1명, 심방세동과 동반된
W olff - Parkinson - W hite 증후군 1명.

2: 동기능부전증후군 2명, 완전 방실차단 1명.
3: 약물로 의한 저혈압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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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상경과

대상 환자 121명중 91명에서 경과추적이 가능하였다(91/ 121, 75.2%). 평균

추적기간은 37.7 ± 13.4개월이었다. 추적기간 중 2명이 사망하였다. 무리한

체중감량(이뇨제 복용)과 저마그네슘혈증으로 torsades de pointes가 발생하

여 실신을 일으켰던 환자 1명이 외래내원을 자의로 중단하고 다시 체중감

량 중 급사하였다. 다른 한 명은 원인 미상의 실신으로 실신과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교통사고). 내원전 실신의 재발이 없었던 56명중 40명에서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고 3명에서 실신의 재발이 있었다(3/ 40, 7.5%). 내원 전 재

발을 경험하였던 65명 중 51명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고 5명에서 실신의

재발이 있었다(5/ 51, 9.8%).

내원 이후 실신의 재발을 경험한 환자는 8명이었다(8/ 91, 8.8%). 그 중 1명

은 불규칙한 투약으로 재발하였으며 1명은 신경심장성 실신으로 진단 받고

투약 없이 지내던 중 재발하여 베타차단제 투여 중이다. 신경심장성 실신

환자 중 2명에서는 베타차단제 투여 중 재발하여 약을 증량하였다. 한 명에

서는 처음 내원 시 신경심장성 실신으로 진단 받고 베타차단제 투여하며

지내다가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여 영구형인공심박동기를 시술받았다. 배변

실신환자와 배뇨실신 환자 각각 1명에서 실신의 재발이 있었다. 기립성저혈

압으로 진단 받은 1명에서 실신의 재발이 있었다. 신경심장성 실신으로 진

단 받은 60명 중 49명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다(81.7%). 이 중 16명에서

계속 약물치료 중이었으며 나머지는 투약 없이 지내며 실신의 재발이 없었

다. 원인 미상의 실신 환자 19명 중 11명이 추적 가능하였으며(11/ 19,

57.9%) 치료 없이 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신의 재발이 있던 환자는

없었다.

실신은 없었지만 심한 어지러움증 등 실신전단계의 증상(near syncope)은

22명(22/ 91, 24.2%)에서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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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실신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효율적인 진단은 그 원인질환의 다양성과 비

례하여 어려움이 있어 알고리즘에 의한 접근법이 제안되어 왔다7 ,12 . 그러나

알고리즘에 의한 방법은 복잡한 과정을 숙지하기 어렵고 임상에서 각자의

검사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가능성의 차이로 시행되기 어렵다. 또한 알고리

즘에 제안된 검사들의 비용- 효과는 특정한 의료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진 것이므로 검사비용과 원인질환의 분포가 다를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적

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의 임상적인 특성은 Kapoor등이 보고한 바(남:여 4:6,

평균연령 56세)13와 달리 남자가 더 많은 경향(M :F =67:58)이었으며 평균연

령도 36세로 낮았다. 국내의 보고들은 배 등이 응급실 내원환자들을 대상으

로 보고14한 것은 Kapoor등의 외국 예와 유사하나 김 등1 1의 보고와 심 등10

의 보고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평균연령이 30대였으며 남녀 비는 외국과

같이 여자가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외국의 보고들이 다

양한 실신의 원인을 보고하는 가운데 신경심장성 실신이 적고, 상대적으로

부정맥, 구조적심장질환, 기립성저혈압, 약물기인성 실신, 등이 많이 포함되

어 평균연령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7 . 본 연구에서는 신경심장성 실신이

48%로 많았으며, 김 등의 연구1 1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환자에서

(68%) 신경심장성 실신으로 진단하였다. 배 등의 연구14에서 외국의 보고와

유사한 환자분포를 보인 것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외에도 48.1%만이 원인이 밝혀져 원인미상인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

으며 심장성 실신이 21%로 많이 포함되어 평균연령이 높았으리라 추정된

다.

Eagle등은 실신으로 인한 외상은 전구증상이 없는 심장성실신에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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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15 본 연구에서는 9명중 외래추적

이 중단된 3예를 제외하고 모두 증상이 완전 소실되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실신으로 인한 외상이 있던 환자 중 2명은 배변성 실신으로 의식소실시 주

위의 도구, 세면기, 딱딱하고 미끄러운 바닥 등 외상을 입기 쉬운 상황이었

다는 점이 실신시의 전구증상의 유무, 의식소실의 빠르기나 정도와 함께 실

신으로 인한 외상의 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College of Phy sicians )의 실신 진단 guideline7에

서는 병력청취/신체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심전도와 더불어 병력

청취 및 신체검진에서 신경심장성 실신, 기립성저혈압, 상황성실신등의 진

단이 확실한 경우 다른 추가 검사 없이 바로 치료를 시작하도록 되어있다.

즉 다른 검사는 기초적인 병력청취/ 신체검진과 심전도에서 진단이 의심은

되나 불확실한 경우, 원인 미상의 실신 등에 한해 알고리즘에 의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12 . 또한 병력청취/신체검진과 심전도에서도 실신의 원인

이 미상인 경우에도 비용- 효과를 고려하여 진단과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

다16 . 본 연구에서는 병력청취/신체검진과 심전도에서 진단명이 확실시되어

추가적인 검사 없이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8예에 불과하였고 많은 경우 다

른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미국에 비하여 비교적 싼 검사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의료자원의 낭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본 연구는 후향

적으로 의무기록을 자료로 하여, 기록된 추정진단이 diagnostic 한 것인지

혹은 "suggestive"한 것인지 구분하기 곤란하였다. 담당의사가 guideline을

좀더 숙지하고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에 힘쓴다면 많은 경우의 불필요한 검

사를 생략하여 의료자원의 절감과 신속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기립경사검사(head- up tilt test , HUT )는 미국의 경우 평균 $683으로 비교

적 비싼 검사에 속한다. 따라서 미국의사협회(Am erican Colle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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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s )의 실신 진단 guideline7에서는 HUT 를 신경심장성 실신의 경우

에도 기본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HUT 의 양성율은 history에서 신경심장

성 실신이 의심될 경우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soproterenol

을 투여할 경우 특이도는 75%정도로 알려져 있다12 . 그러나 젊은 환자에서

는 특이도가 떨어진다. 또한 20%에서 30%는 결과가 재현되지 않아 치료효

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로서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여러

보고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중의 하나는 protocol이 연구마다 다르

다는 것이다8 ,10 ,1 1 ,16 - 19 . 수동적인 기립만을 사용한 검사부터 약물을 사용한

경우, 경사각도, 시간 등에서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보고에 의하면 HUT 의 실시를 원인불명의 재발성 실신으로 제한하

여 60도 경사에서 45분간 수동적 기립경사검사(passive tilt test )를 시행하

고 여기에서 음성이나 병력청취 등에서 신경심장성 실신이 의심될 경우에

isoproterenol을 투여하면서 HUT 를 하도록 제안하였다12 ,2 0 . 그러나 우리나

라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검사비용으로 신경심장성 실신이 의심되는 환자에

서 확진을 위한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또한 HUT 를 통한 증상의

재현 및 추적 HUT 에서 증상이 억제되는 현상을 환자에게 경험토록 하는

것이 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운동부하검사는 실신의 진단에서 그리 주목받는 검사는 아니나13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미국에서는 많은 기관에서 45세 이상의 남자, 55세

이상의 여자에서 HUT 를 시행하기 전에 운동부하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특

히 운동시의 실신에서는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하여야 한다12 . 본 연구에서

는 25예에서 운동부하검사가 시행되었으나 많은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발견

을 위한 목적보다는 운동유발성 심실빈맥(exercise induced ventricular

t achycardia )등 부정맥의 감별을 위해12 시행되었다.

심장초음파는 실신의 진단에서 숨은 심장질환(occult cardiac abnorm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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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견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운동과 연관된 실신의 경우 비후성심근증

(hypertrophic cardiomyopathy )의 감별진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관계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체검진, 심전도, 흉부방사선촬

영 등의 기초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연구에서는 33명(27.3%)에서 심장초음파가 실시되었으나 2명에서 판

막질환을 발견하여 진단적 가치가 낮았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신체검

진 등에서 발견된 이상이 실신과 인과관계가 낮더라도 이를 명확히 하고

평가하기 위해 심장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동맥동 마사지(carot id body m assage)는 신체검진과 함께 손쉽게 시행

할 수 있는 검사로 경동맥동과민성 실신의 경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Kapoor , 1995). 그러나 경동맥동과민성 실신 자체가 드물며 노인에게 많아

13 연령이 낮은 본 연구의 대상환자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

진다.

심장전기생리학검사(electrophy siologic test , EPS )는 본 연구의 대상 환자

중 1명에서만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심장성 실신 중 심실빈맥, 심실세동의

진단을 위해 EPS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2 2 ,2 3 EPS 도중 유발된 부정맥이

실신과 연관이 희박하다고 알려지면서2 4 ,2 5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이 요청되게

되었다2 6 . 근래 EPS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방실전도장애 및 동기능이상을

포함한 서맥과 심실빈맥, 상실성빈맥에서 선택적으로 행해진다. 본 연구에

서 시행된 EPS는 병력청취 및 안정시 심전도에서 W olff- Parkin son - Whit e

증후군으로 이미 진단되어 EPS와 함께 우회로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임상경과의 추적에서 8명이 재발하여 8.8%의 재발율을 보인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27와 비교하여 볼 때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가 치

료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27명(2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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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에서 진단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가 행해져서 실신의 재발방지에 크

게 기여하였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신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기존의 보고들보다

신경심장성 실신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도 낮았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환자들이 3차 진료기관인 한 개의 병원으로 한정되어 사회전체의 유병

률이나 일반적인 병원내원 환자 중에서의 양상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겠

다. 또한 원인미상으로 남은 환자의 수도 19명(15.7%)으로 기존의 보고2 ,14에

비해 낮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많은 경우 실신에 대해 이해가 있는 심장

내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과정이 이루어 졌으며 일차적인 진단이 이루어지

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환자의 상당수에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심전도만으로 원인질환의

진단이 가능하였다. 실제에서는 많은 추가적인 검사들이 행하여졌으며 그

검사들의 유용성은 HUT 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아 외국의 보고와 일치하

였다. 그러나 추가검사의 의의는 실신의 진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정상 좌심실 기능을 보이고 구조적으로 정상

인 심장에서 양호한 예후를 보이므로 이의 검사를 위해 행하는 심초음파는

이상소견이 없어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기립경사검사의 경우,

진단의 확진이라는 목적 이외에 증상을 재현하여 환자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이것은 좋은 치료순응도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추적검사에서 증상

의 발현이 억제될 때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를 확인시켜 주는 점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신의 원인질환과 각종 검사에 대한 우

리나라에서의 의료제도하에서의 비용- 효과 연구가 기대되며 그때까지는 외

국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개개인 환자의 상태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변

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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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실신은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응급실내원환자와 입원환자의 상당수는

실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된다. 실신은 일과성의 기립성 저혈압에서부터

심정지(cardiac arrest )와 같은 심각한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이 실신으

로 나타날 수가 있다. 실신의 임상양상 파악과 여러 가지 실신진단을 위한

검사들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나 소수의 외국보고 외에 국내보고

는 없는 실정이며 검사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기립경사검사 등에서

일부 제한적으로만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실신의 원인과 각각의 임상적

특징에 관해 알아보고 실신의 진단과정과 예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하였

다.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기

록을 분석하였다.

1. 대상 환자 121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5명, 여자가 56명이었으며

내원시의 평균연령은 36.0±14.7세였다. 첫 실신을 경험한 평균연령은 21.7

±20.6세였으며 의식소실은 1분 미만이 가장 많이 기술되었다. 실신 당시의

상황은 서있을 때가 53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62명(51.2% )에서 어지

러움을 호소하였다.

2. 65명(53.7%)에서는 내원 전에 실신의 재발이 있었다. 첫번 발생 후 평

균 5.7±8.4개월 뒤에 재발하였으며 평균횟수는 4.1±9.2회였다.

첫 실신 후 내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31.7개월이었으며 재발이 없었던 경

우는 평균 1.4개월, 재발이 있었던 경우는 평균 62.6개월이었다.

3. 첫 내원 시 74명(61.2%)에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만으로 추정진단이

이루어졌다. 추정진단은 신경심장성 실신이 61명(50.4%)으로 가장 많았다.

18명(14.9%)에서는 원인이 미상이었다.

4. 추가적인 검사는 기립경사검사가 가장 많이 실시되어(67회) 51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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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 외 활동심전도,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

검사 등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활동심전도에서는 일부 확진의 증거가 얻어

졌으나 다른 검사들의 경우 많은 회수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바뀌거나 확진

이 되는 경우는 적었다.

5. 최종진단은 신경심장성 실신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초의 추정진

단과 최종진단과의 일치도는 121명 중 72명(59.5%)에서 일치하였다. 여러

검사 후에도 19명(15.7% )에서는 원인미상의 실신으로 남았다.

결론적으로 연구대상의 많은 부분은 신경심장성 실신과 상황성 실신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그리고 안정시 심전도만

으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였다. 다양한 추가적인 검사는 일괄적으로 시행

되었을 때 진단에 큰 도움을 얻기 어렵다. 실신의 진단에 있어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그리고 심전도 이외의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선택이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실신의 원

인질환과 각종 검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제도 하에서의 비용- 효과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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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 r ac t =

Cl i ni cal pr esent at i ons and di agnos t i c eval uat i ons i n pat i ent s

wi t h syncope

Choong- Won Goh

Department of Medicine

T 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Soon Kim )

Syncope is a comm on presentation among cardiac patient s visiting

hospital. T he underlying disease of syncope is diverse ranging from the

relatively simple orthostatic hypotension to the cardiac arrest . However

the diagnostic approach is complicated by it s diversity of etiology and

the lack of single most efficient tool of diagnosis . An algorithmic

approach was proposed by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 . T he

algorithmic approach seemed not to be well followed in the clinical field

and the algorithm w as based upon the studies which represent the

specific society or country including the availability and the cost of

diagnostic test s .

T o get the database of the clinical presentations , underlying diseases

of syncope, and the efficacy of test s for it s diagnosis , pat ient s who

presented with a history of previous syncope at the Yonsei

cardiovascular hospital, Yonsei Medical Center w ere retrospect ively

reviewed.

29



1. T here w ere 65 men and 56 women (tot al 121 patient s ) w ith m ean

age 36.0±14.7 year s . T hey w ere 21.7±20.6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fir st attack of syncope. Syncope developed while standing in m ost

cases (43.8%), and the dizziness w as most frequently experienced

prodromal symptom (51.2%).

2. T he syncope recurred in 65 patient s (53.7%) before the fir st visit . T he

interval betw een the fir st and the second attack w as 5.7±8.4 months

and the number of attacks was 4.1±9.2.

3. T he mean interval from the at tack to the fir st visit w as 62.6m onths

for the patient s with recurrences and 1.4 month for the patient s

w ithout recurrence.

4. It was possible to make a tentative diagnosis in 74 patient s (61.2%)

after history - taking and phy sical examination . T he neurocardiogenic

syncope was the most frequent one(61, 50.4%). In 18(14.9%) patient s ,

the et iology w as unclear after the initial evaluation .

5. T he head- up tilt table t est (HUT ) was most frequently used (67 cases )

w ith positive result s in 51 cases . Other test s showed poor diagnostic

yield .

7. T he neurocardiogenic syncope was m ost frequent diagnosis in 60

patient s (49.6%), follow ed by situational(neural non - cardiogenic)

syncope in 15 patient s . T he cardiogenic syncopes include 14 patient s ;

ventricular tachycardia in 5 patient s , tor sades de pointes in 1, atrial

flutter w ith 1: 1 conduction, W - P - W syndrome with atrial fibrillation

in 1, sick sinus syndrom e in 2, complet e atrioventricular block in 1,

aortic stenosis in 2. T he diagnosis w as unclear for 19 patient 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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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igation . Other diagnoses were orthostatic hypotension (8),

anemia (2), hypervent ilation syndrom e(2), seizure (1), and neurovascular

syncope(1). T he final diagnosis w as coincident with the initial

impression in 72 patient s (59.5%).

8. Recurrence of the syncope has occurred in 8 patient s (8/ 93, 8.6%)

during 37.7 ± 13.4 months of follow up period. T wo patient s died

during follow up . One who had tor sades de pointes due to

hypomagnesemia w as noncompliant to m edication and the other died

due to car accident . T here w ere no mortality among 19 patient s who

had unknown etiology of syncope without structural heart

abnorm alities .

In conclusion , the m ost large part of the pat ient s who present ed

with syncope was diagnosed as a neurocardiogenic or a situational

syncope. And the detailed history taking and the phy sical examinations

with a rest ing electrocardiogram w ere very useful tools to diagnose

them . It seem ed that the further investigating test s should be

thoughtfully perform ed in selected patient s to maximize the efficiency

and the efficacy of the test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 ords : syncope, clinical presentation , etiology , diagnosis ,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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