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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espite patients with dizziness were reported of revealing gait pro-
blems, there is still lack of objective quantitative measurement of gait patterns 
of peripheral vestibular disorders. To demonstrate gait variability in acute uni-
lateral peripheral vestibular deficit, we evaluated the differences in gait patterns 
between vestibular neuritis (VN) patients and healthy subjects by the use of 
shoe-type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with sensors mounted.
Methods: Between April 2017 and January 2019, 30 patients diagnosed with uni-
lateral peripheral vestibular deficit presumed to be caused by VN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shoe-type IMU was used to analysis subjects. We assessed gait 
speed, cadence, stride length, stance phase, normalized stride length, normalized 
step length, phase coordination index and gait asymmetry of data from shoe-type 
IMU sensors with the walking protocol. We tested 30 healthy volunteers as con-
trol group.
Results: We identified spatiotemporal parameters of human gait. The gait speed 
of patients with VN was decreased to 3.82±0.8 compared to 4.93±1.08 in control 
group.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normalized stride length, normalized 
gait speed and related gait parameters, when comparing VN group and control 
group. 
Conclusion: Gait analysis by the use of shoe-type IMU could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vestibular pathophysiology in patients with VN. Gait per-
formance tests can examine gait variability quantitatively. It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vestibular function test for patients with vert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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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에게서 균형은 체성감각계, 시각계, 전정기와 소뇌

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의 기능들의 조화로 유지된다. 이런 

기관들에 이상이 발생할 때 어지럽다고 표현을 한다. 어지

럼이란 공간감이나 균형감에 문제가 발생하여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이나 자신이 움직이는 것 같

은 느낌을 받는 이상 감각에 한 모든 표현을 통칭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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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은 중추성과 말초성어지럼으로 분류할 수 있고, 중

추성어지럼은 중추신경계부터 소뇌, 뇌간, 전정신경핵까지

의 구조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어지럼이고, 말초성어지

럼은 전정신경, 미로에 발생하는 원인으로 유발되는 어지

럼이다. 어지럼을 평가하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진검사,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동적자세검사, 회전의자검

사, 두부충동검사, 자세검사 등 다양한 전정기능검사를 사

용하고 있다[2,3].

많은 어지럼 질환들이 급성기를 지나면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만 일부에서는 만성적 또는 

영구적인 전정기능약화가 초래되고 적절한 전정보상이 이

뤄지지 않는 전정기능장애로 인한 만성어지럼, 자세이상, 

불균형,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체성감각계, 시

각계는 인체의 움직임이 있는 동안에 균형과 자세제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자세제어에 전정계 단독으로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정계만의 평가로 어지럼을 평가

하기는 쉽지 않다[4]. 이러한 어지럼에 한 평가는 일반적

인 전정기능검사나 자세 검사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관적인 어지럼이나 자세이상, 보행이상을 

포함하는 환자의 동작, 균형을 담당하는 신경계를 총체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정기능검사 이외에 보완

적으로 동작분석 및 보행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5]. 저자

들은 이 연구에서 전정신경염 환자의 보행 형태를 신발기

반형 관성센서장치를 사용하여 선호보행속도 프로토콜로 

정상 조군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7년 4월에서 2019년 1월까지 고신 병원에서 전정신

경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 30명을 상으로 발병 직

후 보행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보행검사를 시행하였

다. 전정신경염의 진단은 청력의 변화없이 갑작스러운 회

전성 어지럼증이 발생했고, 중추성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

되지 않으며, 건측으로 향하는 자발안진, 두부충동검사에

서 양성 반응, 증상 발현 후 5일이내 시행한 온도안진검사

에서 환측 반고리관이 20% 이상 마비가 있는 경우로 정하

였다. 환자들은 이과적 수술병력이 없었고 양측 고막이 정

상이었으며 나이, 허혈 위험 인자를 고려하여 중추성어지

럼의 가능성이 있는 15명의 환자들은 확산강조영상을 포

함한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여 뇌병변이 없음을 확인하

였다. 조군으로 고신 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어

지럼증, 보행과 관련된 특이 병력이 없는 건강 지원자들의 

보행검사를 시행하였고 환자군의 나이를 기본변수로 성향

점수매칭을 시행하여 30명을 선별하고 환자군과 비교하였

다. 이 연구는 고신 병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IRB No. 2017-04-036).

2. 보행검사

검사방법은 100룩스 정도의 조명이 있는 폭 5 m, 높이 

3 m, 길이 15 m의 복도에서 시행되었다. 관성측정장치가 

내장된 신발을 착용한 후 선호하는 빠르기로 12 m 전방의 

목표물을 보면서 딱딱하고 미끄럽지 않은 평면의 바닥을 

10 m 직선으로 걷게 하였다. 전정신경염 환자는 자가 보행

이 가능한 시점에 검사를 시행하였고 두 군 모두 3회의 보

행검사를 시행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3. 보행지수의 정의

활보 길이(stride length)는 한발 뒤꿈치에서 같은 쪽 발의 

뒤꿈치까지의 길이를 측정한 값이다. 걸음 길이(step length)

는 한발 뒤꿈치가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반 쪽 뒤꿈치가 

닿기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단하지지지기(single limb sup-

port)는 좌･우측 단하지 지지기(left･right single limb support)

로 구분되며, 한쪽의 하지로 모든 체중을 지지하는 구간이

고 양하지지지기(double limb support)는 양발이 동시에 지

면에 접촉하는 구간이다. 양측 하지 보행의 협응(coordin-

ation)과 안정성을 보기 위한 보행 불균형지수(gait asym-

metry, GA)는 왼쪽-오른쪽 유각기 시간(swing time)의 비율

을 보는 지표이고 국면협응지수(phase coordination index, 

PCI)는 왼쪽, 오른쪽 다리의 걸음걸이의 가변성과 불균형

(asymmetry)을 합성한 변수로 보행 시 양측 하지의 협응능

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6].

4. 보행지수

시공간보행지수(spatiotemporal parameter)로 보행속도

(speed), 걸음 수(cadence), 활보 길이(stride length), 걸음 길

이(step length), 단하지 지지기(single support), 양하지 지지

기(double support), 발끝밀기 시간(stance phase)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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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l coordinate system of
the shoe-type IMU system.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and gait parameters between 
the 2 groups

Variable VN (n=30) Control (n=30) p-value

Age (yr) 52.77±6.67 52.03±6.19 0.661
Male sex 15 (50.0) 14 (46.6) 0.99
Height (cm) 165.27±7.09 166.48±9.48 0.578
Weight (kg) 65.47±9.33 66.64±10.29 0.643
Body mass index 

(kg/m2)
23.92±2.68 24.14±4.13 0.81

Gait speed (m/sec) 3.82±0.8  4.93±1.08 ＜0.001*
Cadence 102.4±15.49 107.17±10.17 0.165
Stride length (m) 1.15±0.2 1.42±0.26 ＜0.001*
Step length (m) 0.59±0.09 0.71±0.13 ＜0.001*
Single support 

(%cycle)
37.78±7.29 40.67±2.12 0.045*

Double support 
(%cycle)

21.17±5.53 18.66±4.24 0.054

Stance phase 
(%cycle)

59.57±7.68 59.35±2.1 0.879

Normalized stride 
length

0.7±0.12 0.85±0.15 ＜0.001*

Normalized gait 
speed

2.32±0.51 2.96±0.63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VN, vestibular neuritis.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고, 활보 길이, 걸음 길이는 상자의 키로 표준화하였다

[7]. 보행가변성(gait variability)을 확인하기 위해 보행 불균

형지수(GA)와 국면협응지수(PCI)를 확인하였다[6].

5. 신발기반형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시스템

신발형 관성센서 기반 보행 분석시스템은 컴퓨터와 소

프트웨어(DynaStab JEIOS, Seoul, Korea), 신발형 관성센서

가 장착된 데이타로거(Smart Balance SB-1, JEIOS)로 구성

되었다. 신발기반형 데이타로거의 관성센서(IMU-3000, 

InvenSense, San Jose, CA, USA)는 취득율(sampling rate)이 

100 Hz이고, ±6 g의 3축 방향 가속도 측정과 ±500°/sec의 

3축 방향 각속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양쪽 신발 바닥에 

각각 탑재되어 있다. 보행을 하면 신발에 탑재된 블루투스 

장비가 측정값을 보내고 컴퓨터와 연결된 신호 수집 장치

에서 측정값을 수집하여 컴퓨터로 보낸다(Fig. 1). 관성센

서가 내장된 신발은 개인별로 225 mm부터 280 mm까지 발 

크기에 맞추어 착용하였다. 신발기반형 관성측정장치로 

시공간지수와 보행가변성(gait variability)를 측정했고 통계

학적 분석은 R ver. 3.5.3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을 사용하였으며 두 그룹 간에 

연령에 한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나이를 기준변수로 성

향점수 매칭을 시행하였다. 성향점수는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서 얻어진 확률값을 이용하였고 최근접이웃 짝

집기(nearest neighbor matching)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 동질

성 자료를 결정하였다. 두 집단 간 연속형 변수들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Welch’s correction을 적

용한 Independent 2-sample t-test를 실시하였고 두 연속형 변

수들에서 인과성이 있는지를 확인 위해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우에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정신경염 30명, 건강 조군 30명이 분석되었으며 전

정신경염 환자의 평균나이는 52.7±6.67세, 건강 조군은 

52.03±6.19세, 평균 신장은 165.27±7.09 cm, 166.48±9.4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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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tter plot between gait speed (m/sec) and normalized
stride length for each group. Normalized stride length linearly in-
creased with gait speed increase in both group. Control and VN 
and those relationshi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βControl=0.121,
p＜0.001; βVN=0.094, p＜0.001)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
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VN (βVN–βControl, p=0.229).
VN, vestibular neuritis.

Fig. 4. The relationship between gait asymmetry (GA), phase coordination index (PCI) and gait spee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trend that GA is inversely correlated with gait speed in VN and control, but the strength of correlation was not significant, respectively
(βControl=–0.377, p＜0.194; βVN=–0.34, p＜0.378). In the PCI,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gait speed in VN and control
(βControl=–1.139, p＜0.001; βVN=–0.733, p=0.023)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0.422). VN, vestibular neuritis.

Fig. 3. Scatter plot between cadence (steps/min) and normalized 
stride length for each group.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nor-
malized stride length linearly increased with cadence increase in
control group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βControl=0.003,
p=0.36). In the VN group, the trend was negligible (βVN=3e–6, 
p=0.998). VN, vestibular neuritis.

신체질량지수는 23.92±2.68 kg/m2, 24.14±4.13 kg/m2으로 연

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향점수매칭에 의해 두 군 간

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p＞0.05).

2. 시공간보행지수

측정된 변수들 중에 보행속도(gait speed), 활보 길이

(stride length), 걸음 길이(step length), 단하지 지지기(single 

support), 표준화 활보 길이(normalized stride length), 표준화 

보행속도(normalized gait speed)의 평균값은 전정신경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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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건강 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행속도, p＜0.001; 활보길이, p＜0.001; 걸음 길이, p＜ 

0.001; 표준화활보길이, p＜0.001; 표준화보행속도, p＜0.001; 

단하지 지지기, p=0.045). 걸음 수(cadence), 양하지 지지기

(double support), 발끝밀기 시간(stance phase)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걸음 수, p=0.165; 양하지지지기, 

p=0.054; 발끝밀기 시간, p=0.879) (Table 1). 선형회귀분석에

서 전정신경염 환자와 건강 조군 모두에서 보행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표준화 활보길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지만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βVN= 0.094, 

p＜0.001; βControl=0.121, p＜0.001; βVN–βControl, p=0.229) (Fig. 2). 

걸음 수와 표준화 활보길이 간에는 두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βVN=3e–6, p=0.998; βControl=0.003, 

p=0.36) (Fig. 3). 

3. 보행불균형지수(GA)및 국면협응지수(PCI)와 보행속

도의 상관성

전정신경염 환자와 건강 조군의 보행속도와 보행불균

형지수(GA)및 국면협응지수(PCI)의 연관성 분석에서 보행

속도와 보행불균형지수(GA)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지

만 두 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VN=–0.34, 

p＜0.378; βControl=–0.377, p＜0.194). 보행속도와 국면협응

지수(PCI) 간에는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

였지만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βVN= 

–0.733, p=0.023; βControl=–1.139, p＜0.001; βVN–βControl, p=0.422) 

(Fig. 4).

고    찰

이 연구에서는 급성일측성전정장애 환자와 건강 조군

을 상으로 신발기반형 관성센서장치로 보행분석을 통해 

말초성전정장애 환자의 보행특성을 분석하고 보행속도 변

화와 시공간지수에 따라 보행불균형지수(GA) 및 국면협응

지수(PCI)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정신경

염은 급성 또는 아급성자발현훈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

인 질환이며, 특징적인 임상 증상으로 청력의 변화 없이 

현훈, 오심 및 구토, 진동시 및 자세불안정성 등을 보인다

[8]. 전정신경염 환자는 다양한 전정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손상된 전정반사로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하는 전정기능검사들은 환자의 주관적 어지

럼이나 동적 어지럼, 회복기의 어지럼, 연령과 관련된 어지

럼 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기존의 평형계

의 기능검사가 아닌 보행을 평가하여 말초성, 중추성 자세-

운동(locomotion)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0].

보행만이 아닌 자세-운동(locomotion)에 한 평가는 다

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고 전통적인 3차원 영상분석 시

스템은 시공간측면에서의 역학변수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

해주지만 고가의 장비, 충분히 넓은 공간, 숙련된 운용자들

이 필요하다[11]. 최근에 이에 한 안으로 관성센서 또

는 가속도계를 이용한 보행분석 장비들이 많이 상품화되

고 있으며 상 적으로 측정 장비의 가격이 저가이며, 휴

가 가능하고, 피검자가 걸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된다면 

검사가 가능하다[12,13]. 보행의 주기는 지면과의 접촉 여

부에 따라 입각기(stance)와 유각기(swing)로 나뉜다. 정상

인의 보행은 6:4의 입각기:유각기 비율을 가진다. 보행의 

시작은 발뒤꿈치로 시작하고 입각기란 한쪽 발뒤꿈치가 

땅에 닿는 시기부터 동측 발가락이 지면을 떠나는 시기까

지로 발뒤꿈치 닿기(heel-strike), 발바닥 닿기(foot-flat), 발

가락 떼기(toe-off)의 과정을 가진다. 유각기란 발 끝 밀기가 

끝난 직후부터 다시 발뒤꿈치가 땅에 닿기 직전까지의 시

기다. 한쪽 발뒤꿈치에서 다른쪽 발뒤꿈치까지의 움직임

을 스탭(step)이라 한다. 한쪽 발뒤꿈치에서 다른 쪽 발뒤꿈

치가 지면에 닿는 동작을 지나 같은 쪽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즉 두 개의 스탭동작을 스트라이드(stride)라 하며, 이

는 보행주기의 한 사이클이 된다[14,15]. 

보행검사를 시행하면 보행의 특성에 관련된 여러 지표

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공

간에 관한 지표와 운동학적 지표가 그것인데 시공간관련 

지표로는 보행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지표들이 되는 보행

속도(speed), 걸음 수(cadence), 활보 길이(stride length), 걸음 

길이(step length), 단하지 지지기(single support), 양하지 지

지기(double support), 발끝밀기 시간(stance phase)들이 포함

된다. 이 연구에서는 급성일측성전정장애 환자의 보행 속

도, 활보 길이, 걸음 길이, 단하지 지지기, 표준화 활보 길

이, 표준화 보행속도는 건강 조군과 비교해서 감소된 결

과를 보였다. 또한 장하지 지지기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전정장애 환자의 보행을 평가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낙상에 한 두려움과 섬세한 자세-운동(loco-

motion) 조절력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

다[9,16]. 70세 이상의 연령의 보행연구에서 연령 증가에 비

례하여 시공간지표중에서 보행 속도, 활보 길이는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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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하지 지지기는 증가하는 결과도 전정장애 환자에서

의 낙상에 한 두려움, 운동 조절력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15]. 이 연구에서는 전정신경염 환자와 건강 조

군 모두에서 보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화 활보길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걸음 수와 표준화 

활보길이 간에는 두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성이 없었다(Figs. 2, 3). 걸음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짧은 

활보 길이를 가지면 보행속도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전정신경염환자도 낙상에 의한 두려움으로 시공간

지표 중에서 활보 길이와 단하지 지지기 감소, 장하지 지지

기 증가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고 이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의 보행형태와 비슷하지만 향후 정량적인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17].

시공간관련지표들은 통합하여 나오는 지표가 운동학적 

지표이다. 운동학적 지표로는 보행불균형지수(GA) 및 국

면협응지수(PCI)가 있으며 보행불균형지수는 좌우의 유각

기시간(swing time)을 비교하여 로그함수지표로 만든 것이

다[18]. 그리고 국면협응지수(PCI)는 보행에서의 정확도와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18]. 파킨슨병 환

자들과 고령에서는 국면협응지수(PCI)가 높아진다는 많은 

연구[19]들이 있고 메니에르, 양성발작성두위현훈, 전정기

능저하 환자를 말초전정장애로 분류하고 비말초전정장애

군과 국면협응지수(PCI)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9]와 전정

장애성실조를 포함한 감각성 실조(sensory ataxia)에서 보행-

운동(locomotion) 속도의 증가에 따라 시공간지표의 변동성

이 감소한다는 보고[20]는 있었지만 일측의 전정기능장애 

환자들에서의 국면협응지수(PCI)에 해서는 정량적으로 

평가된 바가 없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일측의 전정신경염 

환자군에 해 국면협응지수(PCI)를 분석하고자 했다(Fig. 4). 

이 연구는 개별 상자가 느린 보행속도, 선호 보행속도, 

빠른 보행속도를 시행하지 못했고 전체 상군의 선호 보

행속도로만 보행속도와 보행불균형지수(GA) 및 국면협응

지수(PCI)의 연관성을 봤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보행속도와 

국면협응지수(PCI)의 음의 상관성은 보행속도가 빠를수록 

보행안정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정신

경염의 환자들의 경우에도 전정기능이 회복되면서 선호보

행속도가 빨라지면서 낙상위험도는 감소하고 보행안정성

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계점은 연

구 상자의 수가 부족한 점, 보행 불안정성의 가장 큰 인

자인 연령별 연구가 부족한 점, 전정기능이상의 정도에 따

른 보행인자의 연관성을 보지 않은 점 등이다. 향후 이 한

계점들을 보완하여 말초전정장애 환자들의 보행-운동지수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신발기반형 관성센서를 이용한 보행 및 동작 분석은 말

초전정장애 환자들의 병적 보행상태를 파악하는데 기본적

인 지표들을 제공한다. 향후 지속적인 보행연구는 보행기

전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보행의 객관

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전정재활치료와 

그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중심 단어: 보행, 전정신경염, 관성센서, 양측 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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