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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 환자에서 흔히 시행되는 검사 



실제 실신 환자의 첫 검사 



사회 경제적 문제 

 실신은 아주 흔한 질환이기에 환자가 많다.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아주 다양하다.  

 꿩총 검사(shotgun approach)가 흔하다.  

 꿩총 검사를 해도 결과가 애매하거나 어정쩡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연령대에 따른 실신의 원인 



Clinical features that can suggest a diagnostic on initial evaluation 

Neurally mediated syncope 

 Absence of heart disease 

 Long history of recurrent syncope 

 After sudden unexpected unpleasant sight, sound, smell or pain 

 Prolonged standing associated with syncope 

 During a meal or post-prandial 

 With head rotation or pressure on carotid sinus  

 After exertion 



조회하다 쓰러지는 남학생 



전형적인 예들 

 조회할 때 좀 어지럽다 싶다가 쓰러진다. 넘어 간다는 것을 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몇 번 주저 앉은 적도 있다.  

 

 응급실에 면회를 갔는데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에 속이 좋지 않아 토하러 화장실 갔다가 
쓰러졌다.  

 

 인턴 신체 검사 중 채혈을 마치고 돌아서다가 쓰러졌다. 1년 뒤 전공의 신체검사 때도 쓰
러질 뻔 했는데 뒤에 있던 동기가 눈치를 채고 미리 부축을 해줬다.  

 

 등교할 때 버스에 한참 타고 있으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기 시작하다가 학교 직전에서 
쓰러진다. 특히 장마철에 만원 버스를 타면 더 하다. 아침 일찍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앉아
서 창문을 열고 가면 좋다.  

 

 화투 치다가 잘 쓰러진다. 특히 패가 좋으면.  

 

 성당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잘 쓰러진다. 뒷자리에 앉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앞줄에 앉으
면 다른 신도들이 뒤로 가라고 떠민다.  



Clinical features that can suggest a diagnostic on initial evaluation 

Syncope due to orthostatic hypotension 

 After standing up 

 Temporal relationship with start or changes of dosages of 
vasodepressive drugs leading to hypotension 

 Presence of autonomic neuropathy or Parkinsonism 



반복하여 실신을 하는 23세 남성 

 경북대 대학원생. 176 cm, 87 Kg. 

 6번의 실신 모두 밤 늦게 거실의 
소파에 누워서 졸다가 씻고 자라
는 모친의 성화에 화장실로 걸어
가다 혹은 화장실서 양치질 하다
가 쓰러짐. 

 

 

 6번의 실신 모두 전날 실험으로 밤
을 새워 많이 피곤했고 귀가 직전 
같은 실험실 동료들과 가볍게 (?) 
한 잔씩 하였음. 

 



전형적인 예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다가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몇 발자국 가다가 쓰러졌다.  

 

 작년부터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 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많이 뺐다.  

 

 일요일 아침을 먹지 않고 목욕탕에 가서 오래 탕에 있다가 나오며 쓰러지거나 주저 앉
는다. 아침을 잘 먹고 가면 쓰러지지 않는다.  

 

 전에는 쓰러지지 않다가 요사이 쓰러진다. 원래 혈압약을 먹고 있었으나 최근 많이 낮
아져서 약을 줄일까 생각 중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전립선 약을 먹는다. 

 

 술 많이 마시고 다음 날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다 쓰러진다. 전날 술을 
마시지 않아 새벽에 냉장고 문을 열 일이 없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Clinical features that can suggest a diagnostic on initial evaluation 

Cardiovascular syncope 

 Presence of definite structural heart disease 

 Family history of unexplained sudden death or channelopathy 

 During exertion, or supine 

 Sudden onset palpitation immediately followed by syncope 

 Abnormal ECG, suggesting arrhythmic syncope 

 Bifascicular block 

 Other intraventricular conduction abnormalities 

 Mobitz I second degree AV block 

 Inappropriate sinus bradycardia (<50 bpm), SA block or sinus pauses ≥3 s 

 Non-sustained VT 

 Preexcited QRS complexes 

 Long or short QT intervals 

 Early repolarization 

 RBBB pattern with ST-elevation in leads V1-V3 

 Negative T waves in right precordial leads, ε-waves and ventricular late potentials 
suggestive of ARVC 

 Q waves suggesting MI 



어머니와 누나가 돌연사를 하여 내원한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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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가슴이 싸늘하다가 쓰러진다 주로 술 많이 마신 다음 날 새벽에 그렇다 



전형적인 예들 

 대학교 축제에서 학과 대항 줄다리기 시합을 하다가 쓰러졌다. 엄마도 여학교 때 체력
장 매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한다.  

 

 엎드려서 책을 보다가 실신을 했다. 옆에 있던 가족은 엎드려 자는 줄 알았단다.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쓰러진다. 

 

 술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종종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다. 어떤 날은 그러다 정신을 잃기도 

한다. 술, 담배를 줄이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받으면 그럭저럭 견딘다.  

 

 집안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다. 



가짜 실신의 전형적인 예들 

 수십 번 쓰러졌으나 한 번도 다친 적은 없다.  

 

 수십 번 쓰러졌으나 혼자 있을 때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다.  

 

 쓰러질 것 같았으나 억지로 참았다. 친한 친
구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고는 이를 악
물고 참다가 친구가 현관에 들어서는 것 보
고 쓰러졌다.  

 



경련성 장애와 공황장애로 내원한 18세 여고생 



18세 여고생의 외래 초진 심전도 

 



18세 여고생의 운동부하심전도 



18세 여고생은 왜 진단이 늦었을까? 



실신 환자의 (감별)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 

 철저한 병력 청취 및 진찰 

 

 각 검사의 적응증과 제한점을 잘 알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