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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증에서 기립경사 검사와 웅크림 혈압 측정의 유용성

1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서호성,1 김수영,1,2 손은희,1 정성해1

Usefulness of Squatting Combined with the Blood Pressure 
Measurement for Orthostatic Intolerance in Dizziness Clinic

Hoseong Seo, MD1, Sooyoung Kim, MD1,2, Eun Hee Sohn, MD, PhD1, Seong-Hae Jeong, MD, PhD1

1Department of Neur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2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KEYWORDS
Orthostatic intolerance, 
Tilt table test

Background: Orthostatic intolerance (OI) is a common clinical symptom in dizziness clinic. The 
head-up tilt table test (HUT) is one of the primary clinical examination for evaluating OI.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optimum method for diagnosis of orthostatic hypotension (OH). Herein, we 
performed the additional squat combined with blood pressure (BP) monitoring for OI patients with 
normal HUT. 
Methods: The study included 32 consecutive patients with orthostatic intolerance for 3 months since 
April, 2018 (Period I) and 27 patients with orthostatic intolerance for 3 months since April, 2019 (Period 
II) in dizziness clinic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Period II, the additional squat 
combined with BP test was performed for normal HUT results in patients with OI. In squat combined 
orthostatic BP measurement, the first BP measurement was taken following 3 minutes of rest at the 
squat position; afterwards the patients were raised upright and the measurement was monitored for 
2 minutes, using a continuous beat-to-beat BP monitoring. 
Results: In this stud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OH diagnosis (p<0.001); 40.6% (13/32) by 
conventional HUT (Period I) vs. 92.5% (25/33) by conventional HUT and additional squat test for 
normal HUT (Period II). In patients with normal HUT, the positive OH was 86.7% (13/15) by the 
additional squat combined BP measurement (Period II). 
Conclusions: In addition to HUT, squat test combined with BP measurement might be more informative 
for understanding and diagnosing the OH, particularly in patients with OI and normal HUT in dizziness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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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hows head up tilt test in period I and (B) additional squat combined blood pressure measurement with head up tilt test in 
period II.

Period I Period II
Number 32 27
Sex (M:F) 1.13:1 1.59:1
Age (years) 21-88 23-88
Hypertension 37.5% (12/32) 33.3% (9/27)
Diabetes mellitus 31.2% (10/32) 33.3% (9/27)
Head up tilt test
Orthostatic hypotension 40.6% (13/32) 44.4% (12/27)
M, male; F, female.

Table 1. Comparison of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between 
period I and period II

서 론

기립불능증은 기립 시 현기증, 시야 흐림, 실신, 심계 항

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앉거나 누우면 호전되는 일종의 

증후군으로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교감신경의 활성 또는 대

뇌 관류의 저하로 알려져 있다.1,2 기립불능증 환자의 기립

경사 검사상 혈관미주신경실신, 기립빈맥 증후군, 기립성 

저혈압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타 진단법과 마찬가지

로 위 음성 결과도 나타난다.3 
기립성 저혈압은 말초혈관수

축부전으로 정맥혈이 하지에 몰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

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축기 압력저하가 20 mmHg, 이

완기 혈압저하가 10 mmHg가 있는 경우를 말하나 가장 적

합한 진단방법에 대한 합의는 없으며, 이를 진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기립경사 검사를 이용한다.4,5 기립경사 검사의 

진단민감도는 40-80%, 위음성율은 30%로 알려져 있으며 

재현성도 50-85%로, 한 번의 검사로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

단하는 데 제한적이다.6-8 이에 저자들은 기립불능증으로 내

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기립경사 검사에서 음성을 보이는 

경우 능동기립 검사를 추가 시행하여, 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관찰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립불능증을 주소로 기간 I (32명, 2018년 

4-6월), 기간 II (33명, 2019년 4-6월)에 충남대학교병원 신

경과 어지럼증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기간 I에 내원한 환자는 통상의 기립경사 검사 방법으

로 검사하였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10분, 이후 20분간 

60-70도 기운 자세에서, Finometer와 매 2분 간격으로 수동 

혈압을 측정하여 수축기 혈압 저하가 20 mmHg, 이완기 혈

압 저하가 10 mmHg 이상 있을 경우 기립저혈압으로 판단

하였다(Fig. 1A).

기간 II에는 평소 기립불능증을 호소하나, 기립경사 검사 

정상 결과가 나온 환자의 경우 약 3-5분 이후 능동기립 검

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능동기립 검사의 방법은 3분간 웅크

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이후 일어나서 추가로 2분간 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박동간 혈압 검사기와 지속적 혈압측정기

를 활용하였다(Fig. 1B). 기립 후 수축기 압력저하 40 mmHg, 

이완기 혈압저하 20 mmHg 이상 발생한 경우 양성으로 판

단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의 승인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CNUH 2019-12-076).

결 과

본 연구에 모집된 총 59명(남자; 34명)의 환자 중 남녀 성

비는 1.17:1였다(기간 I; 1.13:1 vs. 기간 II; 1.59:1).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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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igure demonstrate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or-

thostatic hypotension diagnosis (p<0.001); 40.6% (13/32) by con-
ventional head up tilt test (Period I) vs. 92.5% (25/33) by conven-
tional head up tilt test and additional squat test for normal head 
up tilt test (Period II).

분포는 21-88세였다(기간 I; 21-88세 vs. 기간 II; 23-88세). 

당뇨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21명(32.2%, 기간 I; 10명, 기

간 II; 9명)이었으며,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총 21명

(35.6%, 기간 I; 12명, 기간 II; 9명)이었다. 기립경사 검사에

서 기립저혈압을 보인 환자 수는 13명, 12명으로 관찰되었

다(40.6% vs. 44.4%) (Table 1). 특히 기간 II에서 수동 기립

경사 검사 시 정상소견을 보인 15명 중 13명이 능동기립 검

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립 검사

에서 이상을 보인 환자 수는 각각 13명, 25명으로 기간 II에

서 유의하게 높았다(기간 I; 40.6% vs. 기간 II; 92.5% p<0.001) 

(Fig. 2). 

고 찰 

본 연구 결과 통상적인 기립경사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

오는 기립불능증 환자의 경우, 웅크림 검사를 이용한 능동

기립 검사를 추가해 검사 민감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리학적으로, 기립 직후 혈액이 심장 아래로 쏠리는 것을 

보상하고 혈역학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보상적 교감신경 항진 반사는 약 

10초 이내에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기립 시 혈

압 및 심박수의 측정은 자율신경기능 검사에서 가장 중요

하다. 그러나 기립경사 검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립 증

상과 일치도는 높지 않고, 더욱이 음성 결과가 양성 결과에 

비해 재현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11,12 즉, 통상의 기립

경사 검사는 하지 근육 수축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 

혈압유지 반사 신경로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나,13 기립불능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주로 증상이 유발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기립과 복부 및 다리의 근 수

축 동반이 증상 유발에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이 영향

은 고려되지 않는다.13 따라서 평소 기립불능증을 경험하나, 

기립경사 검사에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주로 증상을 경험하는 상황과 유사한 능동기립 검사를 통

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능동기립 검사는 

1938년 독일의 심혈관자율신경과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F. 

Schellong가 최초로 제안한 Schellong 검사로, 진료실에서 

주로 박동간혈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된다.14,15 이 경우 

기립 시작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기립 직후 저혈

압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지속적 혈압측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지속적 혈압측정기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 

초기 기립저혈압 측정을 위해 환자가 기립하기 전에 미리 

혈압계의 커프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을 쓰면, 기존 방법

에 비해 초기 기립저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16 최근 1,149명

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기립 후 1분 

안에 기립저혈압이 발생한 경우 1분 이후 기립저혈압을 보

인 군에 비해 낙상, 골절, 실신, 자동차 충돌, 사망률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으로 기립 초기 저혈압의 중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7 그러나 임상으로는 환자가 다리 저

림이나 관절통 등으로 즉시 기립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립

을 시도하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는 검사를 시행

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검사 

시 낙상 주의가 필요하겠다. 요약하면, 기립불능증을 진단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립경사 검사와 더불어 

능동기립 검사를 활용할 경우, 기립불능증 환자를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단기간 

동안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이며, 능동기

립 방법으로 웅크림 검사만을 이용한 한계점이 있으며, 특

히 진단의 특이도에 대해서는 추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

로 체계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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