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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survey the satisfaction of customized vestibular exercise using
virtual reality system with mobile head-mounted display (HMD) in the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unilateral vestibulopathy, we analyzed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exercise.
Methods: Sixteen patients (male, 6; median age, 69 years [interquartile range,
65–75 years]) with chronic unilateral vestibulopathy were prospectively enrolled
from March 1 to December 31 in 2018. They exercised once a week for 20 to
25 minutes for 4 weeks using the HMD inserted the virtual reality exercise program. Dizziness visual analogue scale (DAS), Korean 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ADL), and visual vertigo analogue scale (VVA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exercise. After all of the program, the patients were
surveyed to measure the satisfaction for the tool and effect of exercise.
Results: DAS, ADL, and VVA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vestibular
exercise. No one answered unsatisfactory, and at least 62.5% of the patients satisfied the used tool and exercise program. The patients of 50% answered that they
satisfied or very satisfied to the efficacy of exercise program. The patients who
recovered VVAS more after the exercise were more satisfied to our tools and efficacy of exercise program.
Conclusions: Customized vestibular exercise using virtual reality system with HMD
can not only improve dizziness and quality of life, but also made more satisfied
to the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unilateral vestibulopathy.
Res Vestib Sci 2020;19(4):127-132
Keywords: Customized vestibular exercise; Vestibular rehabilitation; Chronic
unilateral vestibulopathy; Virtual reality; Head-mounted display

서

론

전정재활치료는 어지럼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야 하는 치료방법으로, 2016년 임상진료지침은 말초성 전
정기능장애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치료로 수준 1에
근거하여 추천하였다[1].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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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전정재활치료는 Cawthorne-Cooksey의 방법으로, 1940

전 여부와 프로그램을 수행했던 VR 도구, 운동 방법, 그

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인에게 발생한 많은 어지럼 환

효과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자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동 요법이다[2].

대상 및 방법

그 이후 전정재활의 개념이 갱신되고 그 임상적 의미가
강조되면서[3], 개개인의 신체적 증상과 질환의 병인에
따라 운동법을 맞추어 처방하여 전정기능을 회복하게 하
려는 맞춤전정재활치료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4].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어지럼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나이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평형의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만성 일측전정장애로 확진된 환자를

2017년부터 맞춤전정운동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환

대상으로 하였다. 만성 일측전정장애는 비디오두부충동

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전정재활운동을 처방하여 시행

검사에서 한쪽 수평반고리관의 전정안반사 이득이 0.7 미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만성 지속적 어지럼을 호소하

만이면서 보상성 신속운동이 관찰되고, 급성 현훈의 과거

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적극적 운동을 꾸준히 수행하기 어

력이 내원일 기준 3개월 이상 이전에 있었던 경우로 정의

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전 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의 균

하였다. 전정안반사 이득이 양쪽 수평반고리관에서 저하

형 장애가 있는 환자 556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체 상태

되어 있거나, 중추성 어지럼이 의심되는 경우, 인지기능

에 맞춰진 운동법을 개인별로 교육해서 처방하였으나, 실

문제로 운동에 협조가 되지 않거나 운동법을 이해할 수

제 일주일에 5일 이상 시행한 사람은 9.2%, 아예 운동을

없는 경우, 이전 뇌경색이 있었던 경우, 정형외과적 혹은

하지 않은 사람은 36.6%에 달했다. 설문조사 결과 운동을

기타 문제로 독립 보행이 어려운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

하지 않은 이유는 동기 부족,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였다. 이 연구는 저자들의 소속 연구기관의 기관윤리심의

길어서 등이었다[5].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No. 1903-001-076).

따라서, 맞춤전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등록 환자는 등록 당일 설문 평가와 비디오두부충동검

위해서는 치료자의 독려, 개인의 동기 부여와 흥미 유발

사(SLMED, Seoul, Korea)를 통해 상태를 확인한 후, 운동

이 중요하며, 동시에 적절한 운동 강도와 안전성이 고려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되어야 한다. 경험이 많은 훈련자나 보호자, 혹은 감시자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VR 기반 mobile head-mounted

의 감독 하에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운동하는 방법이 가장

display (HMD) 기기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감

이상적일 수 있으나, 현재의 의료 현실에서는 인력과 공

시자의 감시 하에 운동하였다. 약 20분에서 25분 가량, 일

간의 부족, 환자의 경제적 문제, 보험 수가의 문제 때문에

주일에 1회 운동하였으며, 4주에 걸쳐 4번의 운동 이후

처방을 해도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환자

같은 설문과 검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가 가능한 공간과 시간에서 스스로 효과적인 운동을 지속

수행했던 VR 도구, 운동 방법, 그리고 효과 만족도에 대

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한 설문에 답했다.

최근 의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가상현실

VR 프로그램에서 목표물은 시야의 가운데 위치하고,

(virtual reality, VR)은 다양한 시각 자극을 중심으로 하여

운동 방향을 소리와 글자로 지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이를 모니터하여 다시 치료에

다. 목표물을 보면서 환자가 전정안반사 시선안정운동,

응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각적 접근이 가능한 도구로,

머리와 눈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정신과의 불안과 우울, 인지 치료 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270도의 시야 안에서 눈-머리 운동을 통해 목표물을 찾아

재활치료에서도 효과가 인정된 시스템이다[6,7]. 특히 게

점수를 획득하는 운동으로 구성했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

임화를 접목한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하므로 순응도 유지

작하고 환자가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까지 선택해서 빠르

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어, 재활 치료의 난관을 극복할

게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누었다(0.5–1.0 Hz). 프로그램에

수 있는 치료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된 HMD는 머리를 움직이는 각도를 모니터할 수 있

본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 어지럼이 지속되어 내원한

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pitch 혹은 yaw 축을 중심으로

환자 중 만성 일측전정장애로 진단된 60세 이상의 고령

양 옆, 아래 위로 15도씩 10번을 충분히 움직여야 다음

환자에서 VR 기반 맞춤전정운동을 수행하고, 증상의 호

단계로 step-up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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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운동 전후 전정안반사의 확인을 위해 비디오두부충동
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앉은 상태에서 우안에 카메라

과

가 있는 고글을 머리에 단단히 장착한 후 1 m 앞에 있는

총 16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남자는 6명이었고, 나

목표물을 주시한 상태로 검사하였다. 검사자가 환자 뒤에

이 중간값은 69세(사분위수, 65–75세)였다. 대상 환자의

서 머리를 잡고 양쪽으로 빠른 속도로 돌려 눈과 머리의

비디오두부충동검사의 수평반고리관 전정안반사 이득은

속도 그래프를 확인하고, 양쪽 수평반고리관 전정안반사

병변측 0.4±0.2, 정상측 0.9±0.1로, 운동 후와 통계적인 차

이득과 교정단속운동을 확인하였다. 이득이 0.7 미만이고

이를 보이지 않았다(paired t-test, p=0.051) (Table 1). 운동

교정단속운동이 관찰되는 경우 전정장애로 확인하였다.

전 DAS는 5.5±2.3, VVAS는 23.0±20.0이었으며, 운동 후 모

운동 전후 설문으로, 증상 확인을 위해 dizziness visual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Table 1).

analogue scale (DAS)와 visual vertigo analogue scale (VVAS),

훈련 기기인 HMD와 훈련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16명

일상생활 중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정질환 일

이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로 대답했고(100%), 이중 10명

상생활 수행척도 설문도구(Korean vestibular disorders acti-

(62.5%)이 만족하거나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vities of daily living scale, ADL)을 확인하였다. 치료 전후

(Fig. 1). 운동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했을 때, 1명이

설문 결과뿐만 아니라, 각 설문 결과의 치료 전후 차이인

불만족한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15명(93.8%)은 보통 이상

ΔDAS (DAS before treatment–DAS after treatment), ΔVVAS

으로 만족하며, 8명(50.0%)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

(VVAS before treatment–VVAS after treatment), ΔADL (ADL

고 대답했다(Fig. 1).

before treatment–ADL after treatment)도 함께 분석하였다.

훈련 기기와 방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이라고

만족도의 평가를 위해, (1) ‘4주간의 운동기간 동안 사

대답한 환자(6명)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대답한 환

용했던 기기와 방법에 만족하십니까?’와 (2) ‘4주간의 운

자(10명)로 나누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만족도가

동 효과에 만족하십니까?’의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만족

보통이라고 대답한 환자의 ΔVVAS 중간값은 1.5, 만족 이

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상으로 대답한 환자의 ΔVVAS 중간값은 11로, 통계적 유

의 5개 중 하나로 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훈련기기

의성은 없었으나 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VVAS가 더 많이

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했다.

호전되는 경향을 확인했다(p=0.065) (Fig. 2A). 나이, 치료

통계적 검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치료 전후의 차이를 확인

전후 DAS, VVAS, ADL, 전정안반사 이득, ΔADL, ΔDAS는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였으며, 모수적 통계로는 Student t-test, chi-square test, 비

운동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과 보통이라고

모수적 통계법으로 Mann-Whitney test, Fisher test를 통해

대답한 환자(8명)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대답한 환

각 군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유의한 p값은 0.05 미만으로

자(8명)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하면, ΔVVAS는 중간값이

해석하였다.

각각 1.5와 14.5로 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VVAS가 유의하
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5) (Fig. 2B). 훈련 기
기에 대한 만족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 치료 전후
DAS, VVAS, ADL, 전정안반사 이득, ΔADL, ΔDAS는 두

Table 1. The result of VOR gain from horizontal canal using video head impulse test and subjective scores
Variable
Ipsilesional VOR gain
Contralesional VOR gain
Dizziness visual analogue scale
Vestibular activities of daily living
Visual vertigo analogue scal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0.4±0.2
0.9±0.1
5.5±2.3
60.3±24.3
23.0±20.0

0.5±0.2
0.9±0.1
4.0±2.6
48.0±15.5
13.9±17.3

0.051
0.410
<0.0001
0.008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VOR, vestibulo-ocular r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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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ults of survey for satisfaction to the virtual reality exercise program with mobile head-mount display (A) and the efficacy
of exercise program during 4 weeks (B).

Fig. 2. The change of visual vertigo analogue scale (Δ VVAS) between before and after exercise (VVAS before treatment–VVAS after
treatment) depending on the satisfaction level. The patients who answered that he/she was satisfied to the virtual reality exercise program
with mobile head-mount display (A) and the efficacy of exercise program during 4 weeks (B) were more improved visual vertigo after
exercise than before. The patients who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exercise program (p=0.065, Mann-Whitney test) and the efficacy
after the exercise (p=0.005, Mann-Whitney test) tend to score higher Δ VVAS.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지럼을 줄이고, 시각 어지럼을 개선시키며, 삶의 질을

구입 의사 문의에 대해 구입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9명

유의하게 높일 수 있는 치료법임을 확인했다. 운동 도구

(56.3%),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7명(43.8%)이었

와 방법, 효과에 대해서는 환자의 90%–100%에서 보통 이

다. 구입 의사에 따라 치료 전, 치료 후 DAS, VVAS, ADL

상으로 만족하며, 50%–63%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ΔDAS, ΔADL, ΔDVAS 모두 구

고 하였다. 특히, 시각 어지럼이 많이 개선된 군에서 훈련

입 의사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

기기에 대한 만족도와 운동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

았다.

다.
최근에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VR 기반 재활에 대한

고

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정재활운동도 스크린
에 프로젝터로 원하는 장면을 송출하거나[8,9], 이미 시장

본 연구에서 개발된 HMD를 이용한 VR 기반 맞춤형

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닌텐도 위(Wii) 게임을 활용한 연구

전정운동은 고령의 만성 일측전정장애 환자에서 주관적

들이 있고[10], 더 최근에는 게임용 HMD나 스마트폰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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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그중 스마트폰을 사용

본 연구의 방법이 환자 만족도 상승에 좀 더 유리했다고

한 VR 전정재활운동을 사용한 한 연구에서는[11], 만성

생각한다[8]. 또,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ㆍ경제활동이

일측전정장애 환자의 어지럼 장애척도(Dizziness Handicap

많은 젊은 사람에 비해 실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을

Inventory, DHI)와 정적 자세검사(static posturogrphy) 결과

수 있고, 복잡한 시각 자극에 노출되는 기회도 많지 않을

가 호전됨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VR 기반 전정재활

수 있다. 따라서 VR을 통한 적극적 동적 시각 자극의 제

(4주간 매일 하루 20분 이상 레이싱 게임)과 고전적 전정

공이 만족도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

재활운동(일주일 2번 이상, 30분 이상 감시자 감시 하 전

전정재활치료는 고령의 환자에서도 환자의 나이와 관

정재활운동)의 결과를 비교했으며, 두 군에서 모두 비슷

계없이 어지럼 증상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한 정도로 주관적 어지럼 증상과 객관적 균형능력, 전정

주고 충분한 회복 효과가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14], 나이

안반사 이득이 호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저자들은 이를

보다는 개인의 전정기능과 기저 근골격계 등 관련 질환,

수평반고리반 기원 전정안반사의 이득의 적응(adaptation)

안전한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처방되어야 한다. HMD는

으로 인한 증상의 호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11], 이는 본

VR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기는 하나 현실 시야를 가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전정안반

리기 때문에, 기기를 착용하고 걷거나 움직이면 바닥이나

사 이득의 호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관적 증상이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적응보다는 재활운동을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항상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

통한 습관화(habituation)에 근원한 증상의 호전으로 생각

에, 본 연구에서는 반드시 앉은 상태에서 감시 하에 운동

된다.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걷는 운동이나 서서 균형

만성 양쪽전정장애 환자에서 전정안반사 보상 맞춤형

을 잡는 운동은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법을 2년간 꾸준히 했을 경우 자세나 보행뿐만 아니

본 연구에 사용된 운동을 통해 어지럼 정도, 삶의 질 지수

라 전정안반사 이득이 회복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12],

가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량과 시간이 전정안반사의 적응을 통한 이득의 회복

본 연구에서는 DAS가 운동 후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나,

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는 만족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전 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기 조작

연구에서는 자세검사를 포함한 전정기능검사 결과는

등의 문제로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제한적이었으며,

DHI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적응이 잘 되어있는 전

추후 임상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적용법이 개발되기

정장애 환자에서는 DHI가 좀 더 낮게 확인된다는 결과를

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발표한 바 있다[15]. 결국 객관적 기능과 주관적 증상이

VR 기반의 시각자극을 사용한 재활 프로그램은 말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며, 이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확

전정장애와 시각 어지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을

인할 수 있었다. 병원과의 접근성, 사회ㆍ경제적 여건, 개

호전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임이 밝혀져 있다[8]. 그 기전

인의 기대치 등이 모두 조사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상

으로, 복잡한 시각 자극에 노출시킴으로써 습관화를 통해

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감각계의 reweighting을 유도하여 증상을 경감시킨다고 알

마찬가지로, 구입 의사를 물었을 때 기기를 구입하겠

려져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시각 어지럼의 개선이 환자

다고 대답한 사람은 56.3%였으나, 이는 실제 환자의 증상

의 증상 개선 만족도뿐만 아니라 훈련의 방법, 기기의 만

이나 증상의 호전 여부, 혹은 만족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족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시각 어지럼

설문 조사 당시 환자에게 가격이나 시장성에 대한 정보를

환자의 전정재활에 대한 여러 이전 연구들이 밝혔듯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증상 호

시각 어지럼은 동적 시각 자극이 포함되어 있는 운동을

전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인 상황 등의 기타 요소가 변

수행했을 때 유의하게 호전되었다[8,13]. 동적 시각 자극

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의 종류 중 어떤 것이 더 유용한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노인에서 VR을 이용한 전정재활운동은 어지럼의 호전

않으나, 각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

있는 시각 자극이 좀 더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HMD를 통해 실제 현실과 가장 비슷한 자극을 사용했던

이미 전정재활은 말초성 전정장애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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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고식적 전정재활을 한 대조
군이 없었기 때문에 VR 프로그램이 고식적 전정재활보다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젊은 사
람들에게 게임으로 주로 이용되는 HMD 기반 VR 프로그
램이 노인에게도 어렵지 않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치료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정
확한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기관 무작위배정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
안 소수의 환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정밀한 기기와 프로그래밍을 통한 VR
전정재활운동이 개발되면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중심 단어: 맞춤형전정운동, 전정재활, 만성 일측전정장
애, 가상현실, 두부탑재형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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