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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static hypotension (OH) can be classified to classic OH, delayed OH, initial OH, and delayed 
blood pressure recovery. It causes various symptoms such as lightheadedness, dizziness, visual blur-
ring, and fall.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OH is emphasized because it increases morbidity and 
mortality, especially in the elderly. Because neurogenic and non-neurologic components cause OH, 
an appropriate diagnosis is required to differenti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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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립불내성(orthostatic intolerance)은 기립 시 발생하는 어지럼, 

두근거림, 전신위약, 시야흐려짐 등의 증상이 자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을 일컫는다[1]. 기립저혈압은 기립불

내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립빈맥(orthostatic tachycardia)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호발하는 데 비해 기립저혈압은 노인 환자

들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2]. 역학적으로 노인인구에서 

기립저혈압은 5%에서 34%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7].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17.1%에서 기립저혈압이 관찰되었다[8]. 이와 같이 기

립저혈압은 노인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여러 종류의 

이환(morbidity)뿐 아니라 사망(mortality)의 위험도 높이게 한다

[9].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며 넘어질 위험 또한 높

아진다[10–12]. 따라서 노인 환자들에서 기립저혈압은 삶의 질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기립저혈압의 정의 및 분류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와 American Autonomic soci-
ety의 합의에 따르면 기립저혈압은 기립 후 3분 이내에 수축기혈압

이 20 mmHg 이상 혹은 이완기혈압이 10 mmHg 이상 감소하고 

이것이 3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한다[14]. 이 때 기립은 환자 

본인이 능동적으로 누워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60° 이상의 경사

대(tilt table) 검사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검사방법에 따라 진단기

준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기저혈압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

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갱신된 합의에서는 앙와위고혈압(supine hypertension)이 

있는 경우에는 수축기혈압이 30 mmHg 이상 감소한 경우를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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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압이라고 정의하였다[15].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과 같은 특정 질환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

축기혈압이 30 mmHg 이상 감소하거나 이완기혈압이 15 mmHg 

이상 감소한 경우에 추정(probable)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하였다[16]. 

위와 같은 형태 외에 기립 후 다른 시점에 저혈압이 발생하는 

지연(delayed)기립저혈압이나 초기(initial)기립저혈압이 따로 분류

되면서 기존의 정의를 만족하는 기립저혈압을 고전(classic)기립저

혈압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Table 1). 지연기립저혈압은 기립 

후 3분 이후에 기립저혈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혈압 변화 

정도의 기준은 고전기립저혈압과 동일하다[15]. 지연기립저혈압

의 임상적 의의가 불분명하였으나, 2015년 Gibbons 등[17]에 의

해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자율신경검사를 위해 의뢰된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지연저혈압이 있던 환자들 중 절반 가량

이 추후에 고전기립저혈압으로 진행하였고 파킨슨병 등의 자율신

경부전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사망률 역시 기립저

혈압이 없던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의료

기관에 의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치우침(bias) 오
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후 진행 가능성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보

여줌으로써 임상적 의의를 보여주었다. 경사대검사 결과를 해석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3분 이후에 혈압 저하를 기계적으로 적용

하면 혈관미주신경실신(vasovagal syncope)을 지연기립저혈압으

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Figure 1A에서처럼 고전기립저

혈압은 대개 기립 직후부터 뚜렷한 혈압 저하가 나타나면서 3분 

이내에 기립저혈압의 기준을 만족하는 반면, 지연기립저혈압은 

처음부터 혈압 저하가 진행되나 고전기립저혈압에 비해 다소 완

만하게 감소하여 3분 이후에 기립저혈압의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Figure 1B). 이에 비해 혈관미주신경실신은 혈압과 맥박이 안정

적으로 유지되다가 특정 시점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Figure 1C). 

초기기립저혈압은 기립 후 15초 이내에 수축기혈압이 40 

mmHg 이상, 혹은 이완기혈압이 20 mmHg 이상 일시적으로 감

소하였다가 회복되는 경우를 일컫는다[15]. 일시적 감소 이후 혈

압이 정상화 되기 때문에 고전기립저혈압과는 구분이 되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혈압계로

는 측정이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광전용적

맥파(photoplethysmography)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18]. 대신 이러한 저혈압을 실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병력 청취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다[19]. 또한 실제 

현기증이나 실신전(presyncope)과 같은 임상증상은 수축기혈압 

감소와 연관이 있고 이완기혈압은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에 따

라 실질적으로는 수축기혈압만을 초기기립저혈압 진단에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20,21]. 다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기립저혈압들과는 달리 넘어짐이나 실신의 위험도는 초기기립저

혈압에서는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22]. 

앞서 고전기립저혈압의 정의에서 3분 동안 지속이 되어야 한다

고 기술하였는데, 임상에서는 기립 초기에 기립저혈압이 발생하

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연혈압회복

(delayed blood pressure recovery)이라고 분류하며 초기기립저혈

압은 15초 이내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구분할 수 있다. 정의 

상 지연혈압회복은 기립 후 30초에 수축기혈압이 20 mmHg 이상 

감소하였다가 3분 이내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고전기립저

혈압과 구분이 되는 점이다[23]. 지연혈압회복 역시 넘어짐이나 

물리적 수행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를 지

닌다고 볼 수 있다[22,24]. 

기립저혈압의 증상 

기립저혈압 시 관류저하(hypoperfusion)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뇌관류저하로 인한 현

기증, 어지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실신 등이 있다. 망막이나 후

두엽(occipital lobe) 관류저하로 인해서 시야흐려짐과 같은 시각증

상도 발생할 수 있다[25]. 또한 전신쇠약, 인지기능저하와 같은 비

특이적인 증상뿐 아니라 목과 어깨 쪽 근육들에 관류저하가 발생

하면서 후두밑(suboccipital),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옷

걸이통증(coat hanger pain)을 호소할 수 있다[26,27]. 심폐질환이

나 신경근육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누워있을 때 악화되는 앉

아숨쉬기(orthopnea) 형태로 나타나는 데 비해 기립저혈압 시에

는 폐에도 관류저하가 발생하여 반대로 기립 시 호흡곤란이 유발

될 수 있다[28]. 이러한 증상들은 식사 후, 특히 고탄수화물의 과

식을 하였을 때 내장혈관계에 혈액저류(blood pooling)로 인해 더

Table 1. Classification of orthostatic hypotension

Category SBP (mmHg) DBP (mmHg) Timing
Classic OH ≥20 ≥  10 Sustained BP fall within 3 minutes
Delayed OH ≥20 ≥  10 Sustained BP fall after 3 minutes
Initial OH >40 >  20 Transient BP fall within 15 seconds
Delayed BP recovery ≥20 NA BP fall within 30 seconds with recovery within 3 minute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OH, orthostatic hypotension; BP, blood pressure; NA, not applicable.

https://doi.org/10.53991/jgn.2022.0009446

Kee Hong Park



AA

BB

CC

Figure 1. Representative findings of ortho-
static hypotension and vasovagal syncope. 
(A) Classic orthostatic hypotension shows 
sustained blood pressure (BP) fall within 3 
minutes. (B) Delayed orthostatic hypotension 
shows sustained BP fall after 3 minutes. (C) 
Vasovagal syncope shows abrupt BP and 
heart rate fall. Red line, BP; green line,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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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하루주기리듬(circadian rhythm)에도 영향

을 받아 아침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29,30]. 이러한 특징

들을 바탕으로 American Autonomic Society와 National 
Parkinson Foundation의 합의에서는 기립저혈압이 의심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질문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31]. (1) 

최근에 실신하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는가?, (2) 일어섰을 때 어

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끼는가?, (3) 일어섰을 때 시야에 불편함이 

있는가?, (4) 일어섰을 때 호흡곤란이 있는가?, (5) 일어섰을 때 다

리가 풀리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가?, (6) 일어섰을 때 목이 아픈 

적이 있는가?, (7) 위와 같은 증상들이 앉거나 누우면 좋아지거나 

없어지는가?, (8) 위와 같은 증상들이 아침이나 식사 후에 나빠지

는가?, (9)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는가?, (10) 그 외에도 일어섰을 

때, 혹은 일어난 후 3-5분 이내에 발생하고 앉거나 누우면 호전되

는 다른 증상들은 없는가? 

기립저혈압의 원인 

1. 비신경성기립저혈압

기립저혈압은 크게 비신경성(non-neurogenic)기립저혈압과 신경

성(neurogenic)기립저혈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비

신경성기립저혈압이 더 흔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Table 2) [29,31,32].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복용하는 

α-대항제(antagonist)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때문에 복용하는 약제

들은 흔히 접하는 원인 약제들이며, 그 외에도 삼환계항우울제나 

도파민작용약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약물 복용

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9,31,32]. 국내 노인 환자들의 복용

약 개수를 확인한 연구에서 4가지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이 15.2%
였고, 평균 약 복용 수가 6.4 ±  2.8종으로 다제약물병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모든 복용약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33]. 또한 

이러한 약물들을 여러 가지 복용할수록 기립저혈압의 위험도는 올

라간다[34]. 약제들 외에 탈수, 탈조건화(deconditioning), 심장질

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자세한 병력 청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신경성기립저혈압 

비신경성기립저혈압이 심박출량(cardiac output) 감소와 혈관수축

(vasoconstriction) 부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 비해 신경성기립저

혈압은 자율신경부전에 의해 교감신경계 자극에 따른 노르에피네

프린(norepinephrine)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서 발생한다[35]. 

신경성기립저혈압도 크게 일차자율신경부전(primary autonomic 
dysfunction)이 발생하는 질환들과 다른 질환들에 의해 이차적으

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3) [25,29,35]. 

일차자율신경부전은 대개 시누클레인병증(synucleinopathy)으

로 불리는 퇴행성 질환들에서 관찰되며, 여기에는 파킨슨병(Par-
kinson disease), 다계통위축, 레비소체치매(Lewy-body demen-
tia), 순수자율신경부전(pure autonomic failure)이 속한다. 다계통

위축의 경우 진단기준에도 자율신경부전이 포함될 정도로 초기부

터 기립저혈압이나 배뇨장애 등의 자율신경부전 증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36]. 순수자율신경부전은 파킨슨증이나 

치매 등의 다른 증상 없이 자율신경부전만 진행하는 질환이나 장

기 추적관찰을 해보면 약 10–25% 정도가 다계통위축이나 파킨슨

병 등의 기타 질환으로 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

기 진단 후에도 다른 증상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37,38]. 자가면역자율신경절병(autoimmune 

autonomic ganglionopathy)은 신경절니코틴아세틸콜린수용체

(ganglionic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에 대한 자가항체에 

의해 발생한다[39]. 해당 항체 검사가 국내에서는 현재 가능하지 

않으며, 외국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질환

Table 2. Causes of non-neurogenic orthostatic hypotension

Causes Examples
Medication
 α-Adrenoceptor antagonists Alfuzosin, doxazosin, prazosin, terazosin, tamsulosin

 Beta-blockers Propranolol, metoprolol, atenolol, bisoprolol, nebivolol, carvedilol, labetalol
 Calcium channel blockers Amlodipine, nifedipine, nicardipine, verapamil, diltiazem
 Diuretics Furosemide, torsemide, acetazolamide, hydrochlorothiazide, spironolactone
 Tricyclic agents Amitriptyline, nortriptyline, imipramine, desipramine
 Others Levodopa, dopa-agonist, nitrates,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ngiotensin receptor type II blockers, 

anticholinergics
Dehydration or volume depletion Secondary to burns, diarrhea, vomiting, hemorrhage, heat, salt-free diet
Deconditioning Bedrest and immobility
Cardiac disease
Postprandial Large carbohydrate-rich meals 
Sepsis and fever
Based on [2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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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항체 양성인 경우가 절반 가량이며, 면역글로불린이나 혈

장교환술과 같은 면역치료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른 이차적 원인 없이 비교적 급성으로 기립저혈압을 비롯한 자율

신경부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의심하고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

다[40]. 

당뇨는 자율신경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당뇨에 

의한 자율신경병은 그 자체로 심혈관사망률의 증가와 연관이 있

다[41]. 그 외에도 아밀로이드증(일차 혹은 가족성), 신생물딸림

(paraneoplastic)자율신경병, 기얭-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의 말초신경병과 중추신경계의 종양이나 다발경화

증(multiple sclerosis) 등의 염증성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Table 3) [25,29,35].  

기립저혈압의 진단 

1. 병력 및 신체 진찰
위에서 기술한 기립저혈압의 증상 외에도 소화기, 배뇨, 땀분비, 

성기능 등의 기타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증상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화불량, 변비, 발기 부

전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로 문진해야 한다. 땀분비 기능에 이상

이 생길 경우 체온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울 때나 운동

할 때 무기력증, 피부에 따가운 통증, 두통이나 어지럼 등의 증상

이 발생하지 않는지 물어봐야 한다[42]. 또한 원인 감별을 위해 복

용 중인 약제, 과거력 및 가족력을 확인해야 하며 인지기능저하, 

파킨슨증, 소뇌기능부전 등을 함께 검진해야 한다. 

2. 기립저혈압의 확인 

기립혈압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5분 이상 누워서 휴식을 취한 후에 

일어난 후 3분까지 혈압과 함께 심박수를 측정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43]. 그러나 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5분 이상 앉은 상

태를 유지하였다가 기립혈압을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31]. 또한 3분까지만 혈압을 측정할 경우 지연기립저혈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10분까지 측정하는 것을 더 권고한다[15]. 이 경우 

또 다른 기립불내성의 하나인 기립빈맥의 진단기준이 기립저혈압

이 없으면서 10분 이내에 심박수가 30회/분 이상 증가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능동기립검

사에서 기립저혈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사대검사를 추가

해볼 수 있으며, 특히 관절질환 등 기타 원인들로 일어서는데 어

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능동기립검

사와 마찬가지로 5분 동안 누워있다가 경사대를 60°-80°까지 일

으키며, 실신의 진단 목적 때와 달리 약물에 의한 유발시험은 하

지 않는다[44]. 

3. 특수 검사 
신경성기립저혈압과 비신경성기립저혈압 감별을 위해 자율신경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다. 특히 교감신경계 기능은 발살바

수기(Valsalva maneuver) 중 전기 II상에서의 혈압 감소 정도, 후기 

II상에서 혈압의 회복 여부, IV상의 존재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45]. 다만 이것은 초기기립저혈압의 확인과 마찬가지로 지속

혈압측정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

가 없을 경우 기립저혈압 대비 심박수의 변화량을 통해 감별할 수

도 있다. 비신경성기립저혈압에서는 저혈압을 보상하기 위해 심박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경성기립저혈압은 상대적으로 증

가하는 폭이 적으며,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심박수가 15 회/분 이

상 상승하면 비신경성, 그렇지 않으면 신경성기립저혈압으로 보았

다[31]. 이후 연구에서 상승된 심박수를 떨어진 수축기혈압으로 나

눈 비가 0.5를 기준으로 더 높은 경우 비신경성, 낮은 경우 신경성

기립저혈압으로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혈압과 심박수 측정만으

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46]. 이외에도 기립 후 혈장 

노르에피네프린의 상승이나 심장 metaiodobenzylguanidine 스캔 

등을 통해 아드레날린 기능을 평가할 수도 있다[47,48]. 

결론

기립저혈압은 고전기립저혈압뿐 아니라 지연기립저혈압, 초기기

립저혈압, 지연혈압회복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인지하고 병력 및 적절한 기립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비신경성 원인들과 신경성 질환들이 있

Table 3. Causes of neurogenic orthostatic hypotension

Causes Examples
Primary
 Degenerative Parkinson disease, multiple system atrophy, Lewy-body dementia, pure autonomic failure
 Inflammatory Autoimmune autonomic ganglionopathy
 Hereditary Familial dysautonomia
Secondary
 Peripheral Diabetes, amyloidosis, paraneoplastic, Guillain-Barre syndrome, HIV, Sjögren syndrome
 Central Brain and spinal cord structural lesions, such as tumors, multiple sclerosis

Based on [2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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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인지하고 환자의 기립저혈압의 원인을 감별하는 노력이 필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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