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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stibular symptoms such as dizziness and imbalance that occurred after 
traumatic head/brain injury we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central factors such 
as abnormalities of white matter, diffuse axonal injury and microhemorrhage, and 
peripheral factors like decreased vestibulo-ocular reflex caused by the energy 
transmitted to the semicircular canal and otolith organs. These symptoms can 
affect on the patient's overall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and quality of life.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vestibular rehabilitation for the treatment of dizziness 
and imbalance after head trauma can promote vestibular compensation, stabilize 
of the gaze movements, and also affect the treatment outcomes of the associated 
injuries. The frequency, duration, and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vestibular 
rehabilitation varied with each study, and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counseling, medication treatment, duration of treatment for associated 
injuries were also variable. Most studies have shown that many patients who get 
the vestibular rehabilitation have a significantly reduced time to return to work 
and sports activities, and may be able to speed up the recovery of vestibular symp-
toms.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its long-term effects. In addition, 
patients with traumatic head/brain injuries are more susceptible to injuries of other 
organs as well as vestibular disorders, therefore consideration of treatment plan-
ning for associated injuries including precise evaluation mental support, and cog-
nitive therapy is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with vestibular rehabilit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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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상성두부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은 두부의 둔

상(blunt head trauma) 또는 폭발 시 노출(blast exposure)에 

의해 발생하며, 의식 소실이나 변화, 신경학적 징후 및 증

상이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된다[1]. TBI는 두개 내 출혈, 

골절, 경추 손상, 기도 손상과 같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

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된다. 하지만, Glasgow Coma Score

가 13점 이상이거나, 1시간 이하의 의식 소실, 수술적 치료

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두부손상(mild TBI, mTBI)의 경

우 대증적 치료를 통해 두개 내 또는 전신적인 합병증의 

발생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 주된 치료이다. 외상성두부손

상은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방향의 힘이 동시에 유입되므

로 손상 부위에 따라 호소하는 주 증상이 다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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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외상 후 약 23.8%–81%의 환자들이 수주, 수개월에서 

드물게는 수년 동안 어지럼(dizziness), 현훈(vertigo), 불균

형(imbalance)과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며, 이는 환자의 전

반적인 신체, 인지, 감정조절 기능 및 삶의 질에 많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2-4]. 두부외상 후 어지럼, 불균형과 같은 

증상들은 수상 직후부터 수시간 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

으며,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나타난다[5]. 대부분의 환자들

은 침상 안정을 위해 보행 및 이동이 제한된 상태이며, 이

동이 가능하더라도 경부, 척추 동반 손상으로 인하여 전정

기능검사, 동적자세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의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및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전정재활치료(vestibular rehabilitation therapy, VRT)는 

Cawthorne [6]과 Cooksey [7]에 의해 어지럼과 불균형 증상

을 보이는 환자에게 처음 시도된 이후 지금까지 그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말초 전정질환부터 중추성 어지럼 및 심

인성 어지럼 등 다양한 어지럼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VRT는 전정안반사(vestibulo-ocular reflex, VOR)를 강화하

는 적응/주시 운동(adaptation/gaze stability exercises), 동작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습관화 운동(habituation exercises), 

주시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정안구반사를 제외한 시

각, 고유 감각 등을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대치 운동(sub-

stitution exercises)으로 구성된다.

두부외상 후 어지럼 및 불균형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도 다양한 전정 재활을 통해 전정 보상을 촉진하고, 주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대부분 증례 

보고 또는 후향적 연구이며, 무작위 대조연구는 극히 적다. 

본 종설은 외상성두부손상 후 어지럼에서 전정 재활의 효

과에 대하여 문헌을 고찰하고 전정 재활 치료의 적용 가능

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성두부손상에서 전정계의 영향
(Vestibular Consequence in 

Traumatic Head Injury)

외상성두부손상 중 측두골 골절 및 둔상은 짧은 순간에 

다양한 성분의 에너지가 직접 측두부로 강하게 전달되면

서 발생한다. 경미한 두부외상이라고 하더라도 뇌에서는 

신경 대사의 변화(neurometabolic changes)가 발생하며, 항

상성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수 주가 소요된다[8]. 두부외상

의 급성기에는 일시적으로 대뇌의 혈액 순환이 급격하게 

저하될 뿐 아니라, 당 대사의 증가도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8]. 항상성의 회복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대사 항진 상태는 약 24시간 정도 지속되며, 이후 약 

1달까지 당 대사의 저하가 동반된다[8]. 운동 및 신체 활동 

등은 신체 내 에너지 대사 활성 산소의 발생을 증가시키므

로, 증상의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추가 손상에 대한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된다[9,10]. 

두부외상 후 나타나는 어지럼 및 불균형 증상의 원인은 

뇌실질 중 백질(white matter)의 이상, 대뇌 및 소뇌의 미만

성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 미세출혈(microhemorrhage)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된다는 중추성전정기

능이상(central vestibular dysfunction)과 반고리관, 이석 기관 

등이 영향을 받아 전정안반사의 감소로 발생하는 말초전

정기능이상(peripheral vestibular dysfunction)으로 나눌 수 

있다[11-13]. 중추성전정기능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의 경우 

부정확한 신속안구운동(saccadic dysmetria), 편류현상(post-

sacccadic drift), 주시 유발 안진(gaze-evoked nystagmus) 등 

비정상적인 안구운동을 관찰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고, 시

고정 억제 여부를 통해 두정엽, 측두엽 및 소뇌 병변을 추

정, 판단할 수 있다.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인해 손상 받는 

말초전정계는 반고리관(semicircular canals) 및 이석 기관

(otolith organ)으로 온도안진검사, 비디오두부충동검사, 회

전의자검사 등의 전정안반사를 볼 수 있는 검사들을 통해 

말초전정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어지럼을 호소하는 두부

외상 환자들의 온도유발안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6%–51%로 다양하며[12,14,15], 두부손상의 정도와 

반고리관 마비 지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14,16]. 

Scherer 등[12]은 두부충동검사 시 약 42%의 환자에서 

vestibulo-ocular reflex (VOR) 이득 감소(＜0.7)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Balaban 등[17]은 대조군에 비해 수평 반고리

관의 VOR 이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석 기관이 두부외상으로 받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적으나 

주로 경부 전정유발근전위검사(cervical vestibular-evoked 

myogenic potentials, cVEMP)를 이용하며, 약 25%–32%의 환

자들에서 비정상 소견이 관찰된다고 보고되었고[12,15], 반

고리관의 기능 저하보다 더 많은 비율에서 이석 기관의 기

능이 저하는 경우도 있어 어지럼이 있는 두부외상 환자들

의 전정기능평가에 구형낭 및 전정척수반사로의 기능을 

cVEMP 검사를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Res Vestib Sci  Vol. 18, No. 2, Jun. 2019

34

외상성두부외상 환자들에서의 전정 재활
(Vestibular Rehabilitation in 

Traumatic Brain Injury)

1. 증상의 평가 도구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에게 전정 증상의 평가는 전정 

재활의 종류 및 효과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며, 어지럼 환

자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 Activities-specific Balance Confidence Scale (ABC) 외

에도 Post-Concussion Symptom Scale (PCSS), Visual Vertigo 

Analogue Scale (VVAS)와 같은 자기 기입식 설문들을 이용

할 수 있다. 

DHI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들은 신체적

(physical), 감정적(emotional), 기능적(functional)인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당 어지럼의 빈도

에 따라 0점(없다), 2점(가끔), 4점(항상)의 점수로 환산하

여 피설문자가 느끼는 어지럼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평가

할 수 있다. 

ABC는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신체동작

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16개 문항, 11단계 척도

(0%–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설문자는 문항에 대한 

자신감을 백분율로 응답하게 된다. 전혀 수행할 수 없음

(0%)부터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음(100%)까지 답할 수 있으

며, 주로 노령층을 대상으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외상성두부

외상으로 인한 전정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및 전정 장애 

환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18,19].

PCSS는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개의 다른 

증상들(headache, nausea, vomiting, balance problems, dizzi-

ness, fatigue, trouble falling asleep, sleeping more than usual, 

sleeping less than usual, drowsiness, sensitivity to light, sen-

sitivity to noise, irritability, sadness, nervousness, feeling more 

emotional, numbness or tingling, feeling slowed down, feeling 

mentally ‘‘foggy,’’ difficulty concentrating, difficulty remem-

bering, visual problems)을 0–6점 척도로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이외에도 두부외상으로 인한 진탕 후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 도구들은 The Rivermead Postconcussion Symp-

toms Questionnaire (RPQ), The British Columbia Postcon-

cussion Symptom Inventory-Short Form, The Postconcussion 

Syndrome Symptom Scale, The Postconcussion Syndrome Check-

list, Postconcussive Symptom Questionnaire, Head Injury Scale, 

The New Swedish Post-Concussion Symptoms Questionnaire 

등이 있으나 한국어로 변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평가 도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VVAS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지럼, 현

훈, 불균형, 관련된 자율신경계 증상들에 대한 빈도, 증상 

정도를 0–10점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전정 

기능 저하, 양성체위성발작성현훈,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

럼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유효성이 보고되었다[20-22]. 

2. 전정 재활 방법 및 고려 사항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어지럼, 현훈과 

같은 전정 증상은 뇌의 정상 대사 기능들이 회복되고 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전정기능의 평가

는 뇌의 대사 기능의 변화로 인한 어지럼인지, 전정 기능 

저하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편두통, 

경추 기능 저하, 시각-인지 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이상 등

도 동반되어 있는지 감별하여 전정 재활 치료에 대한 계획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상성두부손

상에 대한 전정 재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정 재활에서 가장 주된 치료의 목적 중 하나는 동적 

주시 안정(dynamic gaze stability)의 회복이다. 외상성두부

손상 이후 나타나는 전정안반사의 이상은 미로 진탕, 전정 

신경 절단, 내림프낭의 수종, 또는 외림프 누공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뇌간, 소뇌와 연결되는 중추 전정의 이상이 

있을 때도 보인다[23,24]. 이는 능동적인 두부 회전 동안 전

운동 피질(premotor cortex)에서 유래하는 원심성 복제 신호

(efferent copy signals)의 기능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동적 주

시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4]. 

보상이 일어나지 않은 전정안반사는 다양한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여 시행하는 적응/주시 운동을 통해 망막상유

동 현상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강화할 수 있다. 처음에는 

목표물을 1개만 설정하여 단일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통해 시작하고, 점점 목표물의 수와 움직임의 축을 

추가하거나 속도를 늘려나가면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적응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비동기

식(asynchronous) 두부/목표물 운동이 말초전정질환에 더욱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으나 두부외상 환자들에서의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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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안정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이다[25]. 또한 

동적 주시 안정을 위한 운동은 정적 주시 안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적응/주시 운동에도 불구하고 

전정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정적 주시 안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경도의 복시, 안구 불편감, 안구 

피로 등은 정적 주시 안정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이다[26].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전정 재활 중 고

려해야 할 두번째 사항은 자세 조절(postural control) 능력

의 회복이다. 정상적으로 자세의 유지는 시각, 전정계, 체

성감각계의 통합으로 이루어지지만, 외상성두부손상 후에

는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뇌가 구심성 정보를 다르게 인식

하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균형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의 

이상이 발생한다[27]. 흥미로운 점은 외상성두부손상 환자

들에게 균형 평가를 할 때 눈을 감은 상태에서보다 눈을 

뜬 상태에서 균형 잡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환경을 인식하고 중추 신경계에서 막대한 양의 시각 정보

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26]. 

자세 불안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기본적

인 생활 환경과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시작하고, 

점점 자극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지각조절검사와 같이 

안구 개폐, 바닥 상태의 변화, 기울임 등의 자극과 더불어 

두부 회전, 물건 옮기기 등의 다양한 조건 아래에서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전정 척수 반사를 강화하여 자세 유지 시스

템의 통합을 촉진하게 되고 균형 유지에 대한 두려움을 경

감시킬 수 있다.

3. 전정 재활의 효과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전정 재활 운동의 

효과에 대한 보고들은 최근 많아지고 있으나, 두부손상의 

정도, 시행된 전정 재활의 종류, 치료 기간 및 간격, 효과 

판정을 위한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직접적

인 비교는 어렵다[28-30].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에서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에

게 시행한 전정 재활의 빈도 및 횟수는 1주에 1–2회[31,32], 

6주에 4회[33] 등으로 연구들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개인

별 맞춤 또는 그룹형 치료 등 다양하였다. 또한 동반 손상

에 대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상담, 약물치료의 여부, 

횟수 및 기간 차이도 다양하였다[30,32-36]. 전정 재활 훈련

의 종류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습관화 운동을 가장 많이 

시행하였고, Ponsford 등[37]과 Alsalaheen [38] 등의 연구에

서는 전정안반사의 향상을 위한 적응 운동을 함께 시행하

였다. 

두부외상 환자들에게 전정 재활의 효과는 주관적 어지

럼에 대한 설문 점수 합산, 설문 및 동적자세검사를 통한 

균형 점수, 보행에 대한 평가, 직장으로의 복귀 및 운동 복

귀가 가능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각각의 자가 설

문 종류 및 객관적 검사들은 일반적인 전정 재활의 평가 

도구와 같다. 

Schneider 등[31]은 스포츠와 관련된 외상성두부손상 환

자 31명을 대상으로 손상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와 주 1회

의 전정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고 운동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8주 이상의 기간 동안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

하였다[31]. 그 결과 전정 재활을 병행한 치료군에서 2달 

안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는 비율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을 보고하였다. 

Hoffer 등[39]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135명의 두부외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정 재활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으며, 군별 업무 복귀 시기를 비교하였다. 외상 시

부터 업무 복귀까지의 시간은 외상 후 공간정위상실(post-

traumatic spatial disorientation)군에서 가장 오래 걸렸으며(3

개월 이상), 외상후편두통성어지럼(posttraumatic migraine- 

associated dizziness)군, 외상후운동유발어지럼(posttraumatic 

exercise-induced dizziness)군의 경우 약 1개월이 소요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모든 환자에게 맞춤형 

전정 재활을 시도한 것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전정 재활의 

결과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설문 도구 및 객관적 검사들을 

비교하지 못하여 효과 판정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였다. 

Kleffelgaard 등[40]은 65명의 경도-중등도 외상성두부손

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의 그룹형 전정 재활 치료의 

효과 비교를 위해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하였다. 2달 간

격으로 2회의 추적 관찰 동안 각 설문 점수(Balance Error 

Scoring System;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igh-level Mobility Assessment Tool 

for traumatic brain injury, HiMAT; Rivermead Post-Con-

cussion Symptoms Questionnaire; RPQ Physiological subscale; 

RPQ Psychological subscale; VSS anxiety subscale; Vertigo 

Symptom Scale)를 이용하여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전정 재

활 치료를 받은 군에서 치료 후 첫 번째 내원(초진으로부터 

2.7±0.8개월 경과) 시의 DHI, HiMAT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두 번째 내원(초진으로부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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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경과) 시의 모든 점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40]. 즉, 저자들은 외상성두부손상 환

자들에게 전정 재활 치료는 치료 후 단기간에 어지럼 및 

불균형 증상 회복의 속도는 높여줄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효과 판단을 위해서는 전정 재활치료의 횟수 및 기간을 증

가시켜 연구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는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은 동반 손상에 대한 치료 기간이 

다양하므로 필요한 전정 재활 치료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및 증상의 회복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6개

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해 비교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은 신체적인 증상뿐 아

니라,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적 증상 및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 또는 상실,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인지 기능의 이상 

등 다양한 외상 후 증상들을 호소한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은 어지럼을 비롯한 전정 증상들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전체적인 신체기능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이 호소하는 어지

럼 및 불균형 증상들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정 재활 치료와 함께 동반 손상에 대한 정밀한 평가 및 

치료 계획 수립, 정신적 지지 및 인지 치료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전정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어지럼을 호소하는 외상성두부손상 환자들에게서 동반 

손상의 치료와 더불어 전정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한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전정 재활치료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

한 무작위대조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맞춤형 전정 재활치

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 전정, 어지럼, 재활, 손상,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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