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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ziness can be caused by a wide range of pathologies in the vestibular, visual, and proprioceptive systems. Dizziness by a func-
tional loss of any one of these systems can be compensated for. However, partial or complete loss of two or more of these systems 
may not be compensated completely, and a patient may end up experiencing chronic dizziness/disequilibrium. Management of diz-
ziness in general is not easy because there are so many contributing mechanisms. Dizzy patients should be evaluated clinically for 
accurate diagnosis, and the pathology in vestibular system would be treated medically or surgically as indicated. However, many 
patients would require vestibular rehabilitation exercises after the initial treatment for a better recovery from the incompletely com-
pensated status. Various general and customized vestibular exercises that can be utilized in various vestibular diseases, are introduced 
along with their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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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어지러움에 한 치료로서 운동요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40년  이비인후과의사 Cawthorne과 물리치료사 

Cooksey에 의해서이다.5)13) 그들은 전정장애 이후 활동적

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인 경우 회복이 빠른 것을 관찰하고 

머리와 눈, 몸 전체가 움직이는 운동요법을 고안하여 전정기

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용하였다. 전정장애 재활치료가 활

성화된 것은 1980년  이후부터이며 이는 1970 부터 활

발해진 전정기능의 생리, 병리, 기능검사와 특히 보상작용에 

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전정재활치료의 개념은 전

정안반사와 전정척수반사의 적응성과 변동성에 근거를 두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에 전정재활치료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고, 한 평형의학회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2000년 이후 많이 보편화되어 각 병원을 중심으로 고유한 

재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반

적으로 전정기관에 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재활의

학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들의 이해는 전무한 상

태이다. 또한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 활용하여 할 청각사들

의 무관심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전정기능 재활

의 큰 장애이다.  

어지러움이란 매우 흔한 증세로서 일차 진료를 하는 의사

를 찾는 원인 중 두통 다음으로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말초성과 중추성 모두 비슷한 

문제를 보이는데 환자들은 개 어지러움, 현기증, 시야의 흐

려짐, 자세의 불안정, 평형장애, 보행장애, 쓰러짐 등을 호소

한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비슷하여도 병의 진행과 회복은 

병변의 위치, 병의 정도, 전정장애 이외의 질환 여부, 인간성 

또는 사회활동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러나 전정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환자 모두에게 운동요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선 어지러움증이 중추성과 말초성에 

상관없이 전정기관의 장애에 의한 것만이 운동요법의 상

이 되며,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급성기를 지나 보상작용에 

의한 빠른 회복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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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재활치료의 목적은 기능적으로 환자의 평형능력을 증

시켜 일상생활의 활동성을 회복시키고 보행이나 이와 관

련된 운동중의 안전을 도모하며 환자의 증세, 즉 어지러움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전에는 재활운동을 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치료사와 같이 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최근

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교육하여 환자가 매일 

반복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군 간의 치료

효과는 동일하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치료사

가 직접 지도한 군이 유의성 있게 더 잘 회복한 것으로 발

표된 바도 있다.16)  

 

METHODS AND RESULTS 
 

전정기능장애의 회복 기전 

전정기능 장애 시에 기능의 회복에는 다음의 세 가지 기전

이 관여하며 재활운동도 이 세 가지 기전을 통한 회복이 촉

진되도록 하는 운동이다. 

 

자연적인 회복 

전정안반사와 전정척수반사의 긴장기능의 장애로 발생하

는 안진, 편사위(skew deviation), 자세의 비 칭은 말초전

정기능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회복된다.21) 반고

리관의 일측 기능이 상실되면 안진이 발생하고, 이석기관의 

일측 기관이 상실되면 편사위가 발생하여 수직시각이 복시

가 되며, 전정척수반사의 일측 기능이 상실되면 하지의 근

긴장도에 비 칭이 생겨 자세의 비 칭이 발생한다. 이 회복

의 시기는 전정신경원의 휴지기 활성도의 회복과 일치한다. 

이 자연적인 회복(spontaneous recovery)은 시각으로 보

는 것과는 관계없이 회복되며, 그 예로 동물에서 일측의 전정

기관 제거 후에 발생하는 자발안진의 소멸에는 동물을 밝은 

곳에서나 어두운 곳에서나 그 소멸하는 시간에 차이가 없

다. 이러한 초기 급성보상기의 휴지기 활성도의 회복이 되는 

이유에 한 설명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정 적응 

말초전정의 장애 시 유동적인 전정안반사의 회복은 부분

적으로는 전정기관의 적응력에 인한 것으로, 이는 머리 움직

임 등의 들어오는 정보에 한 신경계통의 반응에 있어서 

장기적인 적응을 하는 전정계통의 적응능력이다. 전정안반

사의 손상은 전정기능 검사상 이득(gain)의 감소로 나타난

다. 이득의 감소는 병변이 있는 측으로의 회전에는 75%가 

감소하고 건측으로는 50%가 감소한다.12) 그러나 이 이득의 

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여 증가한다.  

전정척수반사의 장애는 보행의 실조(ataxia)로 나타난다. 

환자는 발을 벌리고 걷게 되며, 또 걷는 동안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흔들리는 걸음을 걷게 된다. 걸을 때 몸이나 머리를 

움직이면 보행이 덜 안정되므로 이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하

려 한다. 

망막의 미끄러짐(retinal slip)은 전정적응(vestibular ad-
aptation, plasticity)을 유발시키는 신호이다. 이 망막의 미

끄러짐은 잘못된 신호를 뇌에 보내며 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정의 이득을 증가시켜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려 한

다. 많은 연구에서 전정장애의 회복에는 시각적 정보와 머리

의 움직임이 요구됨이 밝혀졌다. 시운동성 자극도 이득을 증

가시킬 수 있지만 시각과 머리운동보다는 덜 효과적이다.15) 

또한 뇌중추의 병변이 전정계통을 포함할 때에는 전정의 적

응을 기 하기는 어려우며, 노인에서의 전정의 적응이 일어

나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는 덜 효과적으로 나타난다.20) 

 

대  치 

전정기능 장애의 회복에는 소멸된 전정기능을 신하는 

전정기능이 아닌 시각과 체성감각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으

로 치(substitution)하는 신체의 작용이 있다. 일측의 전정

기능이 소실된 사람들에서는 머리 회전 시 특히 환측으로 

회전할 때 단속안운동(saccade)과 눈 깜박임이 증가한다. 

정상인에서는 머리회전에 한 안구의 반응이 부분 전정

안반사에 의해 일어나지만 전정안반사가 불충분한 경우 망

막의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따라잡기 단속운동(“catch-up” saccade)으로 치하게 

된다.1) 단속운동 당시나 직후 수밀리초 동안은 고정 억제가 

일어나 시야의 흐려짐을 방지한다. 

일측 혹은 양측 전정장애 시에는 주시의 안정에 잠재해 있

던 경부안반사(cervico-ocular reflex; COR)가 참여한

다.19) 전정안반사의 약화는 경부안반사의 강화를 가져온다. 

경부안반사는 짧게 천천히 움직이는 머리의 움직임에서 전정

안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4) 정상 상태에서는 

15%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양측전정소실의 경우 25%

까지 그 역할이 증가한다.17) 그리고 환자에 따라 가장 간편

하게 적응하는 법을 익히는데 환측으로 머리운동을 자제하

거나 머리를 움직이는 신 눈으로만 따라오는 방법을 터득

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방법으로도 불충분

한 경우 환자는 움직임에 따라 시야가 흔들리는 것(oscil-
lopsia)을 인식수준에서 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3) 

자세안정(postural stability)의 회복은 시각과 체성감각

의 기능이 전정장애를 치함으로써 촉진된다. 그러나 어두

운 곳이나 바닥이 평편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 두 가지 체성

감각의 기능이 감소하므로 이들의 치작용도 불완전하게 

되어 자세안정에 지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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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재활치료 

 

전정재활치료의 적응 

전정재활치료의 적응증은 말초성이든 중추성이든 전정기

관의 병변으로 유발된 어지러움 또는 평형장애를 가진 모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정기관 이외의 원인에 의한 어지러

움에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이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병변

을 치료해야 한다. 환자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자의 현재 전정기능상태가 고정된 상태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진행되거나 변동성(fluctuating) 질환, 예를 들

면 메니에르병과 같은 경우에는 전정재활치료가 효과가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진행되어 비활동성이며 일측 

또는 양측의 전정기능 저하만 남아 있는 경우는 전정재활치

료의 적응이 될 수 있다. 

 

병력과 전정기능검사 

평형장애환자의 재활치료 시에 자세한 병력에 하여 완전

히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지러움 증세의 시작시기

와 당시의 어지러운 정도와 보상의 정도를 알 수 있고 중추

계통의 병변 유무를 알 수 있는 자세한 증세의 특징을 알아

야 한다.  

전정기능검사 결과는 보상의 정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주므로 환자 각 개인에 맞는 재활운동을 짜기 

전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회전의자검사는 생리적인 보

상의 정도를 잘 알려주고 동적자세검사(posturography)는 

보상의 정도 이외에도 시각의 사용정도, 전정안반사 이외에 

전정척수반사에 한 정보를 통해 기능적인 보상의 정도도 

보여주므로 재활에는 특히 유익한 검사이다.  

 

전정재활치료의 목표 

전정재활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활동, 신체의 상태와 활동

의 수준, 평형기능, 보행시 안전, 보행과 관계되는 활동, 환

자의 증세의 정도 등을 호전시키는데 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전정장애와 재활운동에 한 교육을 시행하

여 재활운동이 전정장애를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정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임을 주지시키고, 이 때 환자에게 

열심히 지도 받는 로 잘 운동하고 따를 것을 유도하는데 

이는 환자들이 잘 이해한 후에야 재활치료 중 피동적인 참

여보다는 능동적인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활운동의 

교육자는 환자에게 상기와 같은 목표를 확실히 설명하고 운

동의 효과를 강조해야한다. 운동의 초기에는 환자의 증세가 

일시적으로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증세가 심

하여지거나 혹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때에는 운동을 

중지하고 담당 의사나 재활운동 교육자에게 자문을 구하도

록 알려줌도 중요하다. 

 

전정재활치료의 원칙과 방법 

재활치료의 시행은 외래진료를 통해 운동을 습득하고 이

를 집에서 반복하여 시행하며 가끔 재활운동 교육자에게 방

문하여 지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전통적인 재활치료의 

방법을 택하여 치료가 계속되는 4~8주간 집에서 운동하는 

외에 일주일에 여러 번 재활교육자를 방문하여 직접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환자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운동에 한 교육을 받고 외래를 통하여 계속하여 추적하

기도 한다.  

전정재활치료의 유형을 크게 나누어 보면, 개인에 맞춘 치

료(customized)와 일반적 치료(generic)로 구분된다. 일반

적 치료는 해당되는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인 방법의 운동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1940년  Cawthorne-Cooksey가 고

안한 방법이 표적이고 Hamid13)가 고안한 방법도 유용하

게 쓰이고 있다. 이 요법은 머리와 눈, 몸 전체의 점차 복잡

해지는 일련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

서 평형유지를 연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 재활치

료는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장점이다.  

 

Cawthorne-Cooksey 운동요법 

Cawthorne5)-Cooksey8) 운동요법(exercises)은 원래 일

측성 전정장애와 뇌진탕후장애(postconcussive disorder)

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근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운동요

법도 이와 같은 원리 하에 조금씩 변형되어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복잡한 길거리나, 시장이나 또는 

백화점 같은 복잡한 곳에서도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누운 상태에서 

1. 안구운동 - 처음엔 느리게, 점점 빠르게 

a) 위, 아래로 안구운동 

b) 좌, 우로 안구운동 

c) 얼굴에서 90 cm 떨어진 거리에서 30 cm 거리까지 

움직이는 손가락을 주시 

2. 머리운동 - 처음엔 느리게, 점점 빠르게, 나중엔 눈을 감고 

a)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고 

b) 좌, 우로 돌림 

앉은 자세에서 운동 

1. A1, A2를 반복2. 어깨를 으쓱거리고 돌리기 

3. 앞으로 숙여서 바닥에서 물건 줍기 

선 자세에서 운동 

1. A1, A2, B3를 반복  

2.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눈은 뜨고 다음엔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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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amid의 전정적응 강화운동. A: 눈을 뜬 상태
에서 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
이때 돌리는 속도를 점차 빨리하여 초점을 더 이상 맞
출 수 없을 때 정지한다. B: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목
표를 상상하여 초점을 맞추고 고개를 좌우로 A과 같
이 돌린다. C: 눈을 뜬 상태에서 한 목표에 초점을 맞
추고 고개를 상하로 움직인다. 이때 돌리는 속도를 점
차 빨리하여 초점을 더 이상 맞출 수 없을 때 정지한
다. D: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목표를 상상하여 초점을
맞추고 고개를 상하로 C과 같이 움직인다. E: 눈을 뜬
상태에서 고개를 45도 우측으로 돌리고, 한 목표에 초
점을 맞추고 고개를 상하로 돌린다. 이때 돌리는 속도
를 점차 빨리하여 초점을 더 이상 맞출 수 없을 때 정
지한다. F: 고개를 45도 우측으로 돌리고 눈을 감은 상
태에서 한 목표를 상상하여 초점을 맞추고 고개를 상
하로 E와 같이 움직인다. G: 눈을 뜬 상태에서 고개를
45도 좌측으로 돌리고, 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고개
를 상하로 움직인다. 이때 돌리는 속도를 점차 빨리하
여 초점을 더 이상 맞출 수 없을 때 정지한다. H: 고
개를 45도 좌측으로 돌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목
표를 상상하여 초점을 맞추고 고개를 상하로 G과 같이
움직인다. I: 마룻바닥을 처음에는 눈을 뜨고 앞의 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10-15 발자국을 걷고 다음 고개
를 좌우로 돌리며, 또 상하로 움직이며 걷고, 다음에는
앞의 한 목표를 상상하여 초점을 잡고 눈을 감고 전반
부의 눈을 뜨고 한 것과 똑같은 운동을 반복한다. 이때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보호자가 옆에서 같이 동행하도
록 한다. J: 바닥에 스펀지 매트리스나 베개 같은 푹신
한 것을 깔고 I에서와 똑 같은 운동을 반복한다. 이때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보호자가 옆에서 같이 동행하도
록 한다. 

A B 

C D 

E F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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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공을 던지기(눈높이보다 높이) 

4. 무릎 아래에서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공을 주고받기 

5. 앉은 상태에서 제자리 돌기를 하며 일어서기 

움직이며 운동 

1. 치료자를 가운데 두고 둘러서서 공을 주고받기 

2. 방을 가로질러 걷기, 눈을 뜨고 나중엔 감고 

3. 경사면을 오르내리기, 눈을 뜨고 나중엔 감고 

4. 계단을 오르내리기, 눈을 뜨고 나중엔 감고 

5. 몸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겨냥하는 동작이 포함된 운

동, 예를 들면 고리던지기, 볼링, 농구 등 

 

Hamid 방법 

<Fig. 1>은 전정안반사와 전정척수반사의 강화 운동을 보

여준다. 환자는 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좌우로 돌

린다. 이때 처음에는 머리를 천천히 돌리고 차차 회전속도를 

빨리하여 초점이 흐려질 때까지 회전하다 멈춘다. 다음에는 

눈을 감고 초점을 상상하며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좌우로 

돌린다. 다음에는 계속 한 초점을 주시하며 고개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며 점차 속도를 빠르게 하고 초점이 흐려질 때

에 멈춘다. 다음 눈을 감고 상상하는 초점을 주시하며 다시 

위아래로 같은 방법으로 고개를 움직인다. 다음에는 고개를 

좌측으로 45도, 우측으로 45도 돌려 위아래로 같은 방법으

로 고개를 움직인다. 다음 빨리 눈을 시계방향으로 다음 시

계반 방향으로 돌리며 방벽의 네 구석을 돌아본다.  

보행 운동은 처음에는 마룻바닥에서 다음에는 스펀지나 

매트리스를 덮은 부드러운 바닥에서 눈을 뜨고 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걷고 다음에는 눈은 감고 초점을 상상하며 

걷는다. 다음 눈을 뜨고 고개를 좌우로 또 위아래로 움직이

며 10~15발자국 걷고 다음 눈을 감고 같은 방법으로 걷는

다. 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어지러움을 자극할 수 있는 주

파수 범위의 머리와 몸의 부분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상상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춤은 전정안반사와 전정척수반사의 

시행을 증가시키는 뇌피질의 영향을 향상시킨다.  

 

개인에 맞춘 방법  

개인 맞춘 방법(customized method)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현재 호소하는 증세와 원인질환, 전정기능저하의 정도

에 따라 재활운동을 맞추어 주는(tailor-made)방법으로 비

교적 근래 들어 전정재활 치료사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치료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개인에게 맞춘 방법이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2)23) 이를 위해서

는 정확한 전정기능의 평가와 전정재활치료를 전공한 물리

치료사 및 이비인후과 의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

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사들의 전정기능장애에 한 이해가 전

혀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모든 병원에서 적용시키기에

는 어려운 점이 있다. 

맞춘 방법에서 재활운동을 구성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환자로 하여금 어지러움을 느끼는 자극에 노출시키고 평형

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속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맞춘 방법으로 치료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의 운

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정적응운동  

습관화 운동(habituation exercise)이란 환자의 증세가 

유발되는 일상생활에서의 특별한 자세나 상황을 찾아 이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같은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증세가 감소

하게 하는 것으로, 이 운동에는 개 전정기관의 적응을 강

화하는 머리 또는 안구의 운동이 첨가된다. 

전정적응을 유발하는 자극은 망막의 미끄러짐에 의한“오

차신호(error signal)”이다.10)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전정

안반사의 이득이 부족한 만큼 망막의 미끄러짐이 생기고 이

로 인해 이득의 회복이 생긴다. 그러나 적응의 과정은 주어

지는 자극에 선택적으로 생기는 것으로,7) 예를 들면 수평회전

운동에 의한 평면의 이득은 회복되지만 수직운동에 해서

는 영향이 없으며 주파수도 시행되는 운동의 주파수에만 선

택적으로 적응이 일어난다.11) 그러므로 전정적응 운동(ves-
tibular adaptation exercises)은 일상생활의 머리운동이 모

두 포함되는 다양한 회전면과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전정적응은 1~2분 정도의 짧은 자극 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응은 또한 환자 자신의 자발적인 운동조절(mo-
tor control)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9)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서도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상상하고 이를 주시하며 고개

운동을 하는 경우 이득의 회복이 더 잘 일어나게 되고 정신

을 집중하는 경우가 더 좋다.  

<Fig. 2>와 <Table 1>14)은 적응을 유발하는 표적인 

운동을 보여준다.  

 

평형과 보행운동  

평형과 보행 운동(balance and gait exercise)은 일상생활

에서의 평형기능을 강화하는 치료이다. 자세의 조절은 시각, 

고유감각, 전정감각의 세 가지 감각정보를 중추신경에서 분

석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적당한 정보를 선택하여 이를 이용

하여 개체의 무게중심을 지지면(base of support) 내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하다. 전정감각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시각

이나 고유감각이 더욱 중요해지며 전정재활치료에서는 이

들 감각을 적절하게 또한 최 한 활용하여 평형을 유 지하

도록 훈련시킨다.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정적인 상태에서와 동적인 상태에서  



 
 
 
 
 
 

 

AUDIOLOGY • 청능재활  2010;6:1-9 6 

  

모두 필요하다. 체적으로 평형과 보행운동은 정적인 운동 

부터 시작하여 동적인 운동으로 진행하게 되며, 임상적으로 

일측성 전정장애의 경우 이러한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흔하

지 않게 생각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환자들에서 걸을 

때나 움직일 때 머리의 운동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재활운동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머리와 

몸통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형과 보행운동의 구성은 세 가지 감각정보

의 조건을 변화를 주며,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점차 어려운 

조건으로 변화시킨다. 감각정보조건의 변화는 1) 고유감각：

바닥이 편평한가 울퉁불퉁한가,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2) 

시각：눈을 감는가 뜨는가, 주시를 고정하는가 계속 움직이

Table 1. 전정적응 강화운동 

1. 전정자극 운동 Vestibular stimulation exercise (×1 viewing) 
명함이나 굵은 글자의 종이를 읽을 수 있도록 벽에 붙임 
글자나 단어에 눈의 초점을 맞추고 고개를 좌우로 돌림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빨리 돌림 
멈추지 말고 1-2분간 계속함 
같을 방법으로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듦 
장기판 모양의 커다란 무늬를 주시하며 운동을 반복함(시야 전체를 자극) 

2. 시-전정 상호작용 Visuo-vestibular interactions (×2 viewing) 
명함을 읽을 수 있게 앞에 손으로 듦 
글자에 초점을 맞추고 명함과 머리를 좌우로 엇갈리게 흔듦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머리를 가능하면 빨리 흔듦 
멈추지 말고 1-2분간 계속함 
같을 방법으로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듦 
장기판 모양의 커다란 무늬를 주시하며 운동을 반복함(시야 전체를 자극) 

3. 상상 목표(Imaginary targets) 
정면에 있는 목표물을 주시한다. 
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돌리며 속으로는 먼저 주시한 목표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눈을 뜨고 목표물에 시선이 향해 있는지 확인한다. 반

쪽으로도 시행한다. 가능하면 정확히 하도록 노력한다. 머리의 회전 속도와 정도를 변화시킨다. 5분간 시행하고, 필요하면 휴식한다. 
주의: 이러한 운동은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목표물은 가까이(60 cm 이내) 또는 멀리(방의 반 쪽 벽) 둘 수 있다. 수
직의 목표물에 해서도 가능하다. 
상기 운동은 환자가 어려워하는 경우 앉아서 시행 가능. 
서서 시행하는 경우 처음에는 발을 넓게 벌리고 시행하며, 상태가 호전되면 지지면을 점차 좁힘.  
주의: 이러한 운동은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목표물은 가까이(60 cm 이내) 또는 멀리(방의 반 쪽 벽) 둘 수 있다. 수
직의 목표물에 해서도 가능하다. 

 

A B 

Fig. 2. Herdman의 A ×1 보기, B ×2 보기 적
응운동. A: (1× 보기운동) 명함, 글자, 장기판
모양의 큰 글자와 같은 목표물은 정지상태에
있고, 이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며 고개를 점점
속도를 늘려가며 좌우로 1-2분간, 상하로 1-
2분간 움직인다. B: (2× 보기운동) 위와 같
은 목표물들을 좌우로 움직이고 동시에 움직
이는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며 머리를 엇갈리게
좌우로 움직이되 점점 속도를 늘려가며 좌우로
1-2분간, 상하로 1-2분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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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가, 3) 전정감각：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하는가 옆으로 

기울이는가, 고개를 계속 움직이며 시행하는가 등의 여러가지 

조합으로 다양하게 줄 수 있다. 또한 난이도의 변화는 지지면

의 크기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초기에는 발을 벌리고 선 상

태에서 시행을 하다가 점차 붙여 나가는 방법이 그 예이다. 

<Table 2>는 평형과 보행운동의 한 예14)로 시행하는 환경

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시켜 시행할 수 있다. 

<Table 2>의 운동은 시각, 고유감각, 전정감각 등이 상실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방법을 개발시키는 것이 목적이

다. 이러한 운동은 환자의 기능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자신감

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운동하는 도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 조절운동  

일반적 조절운동(general conditioning exercise)은 전정

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정적인(sedentary) 생활유

형을 좀 더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환자에게 그 나이

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당한 운동을 권유하며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생활유형이 활동적이 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걷

기가 포함되며 이를 발전시켜 조깅, 자전거, 답차, 에어로빅 

등의 운동을 나이와 체력에 알맞게 권유한다. 눈과 머리, 몸

통이 잘 협조가 되어야 가능한 운동이 좋으며, 예를 들면 골

프나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 등이 있다. 수영을 권유하는 경

우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 물속에서 고유감각의 정보가 없

어지고 전정감각도 최소화되며 시각도 제한되므로 자칫하면 

방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원칙하에 전정재활치료를 시행하면 일측성 전

정장애를 비롯한 부분의 환자에서 증세를 호전시키고 일

상생활에서의 평형능력을 증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일측성 전정장애 

전정신경염과 같은 급성 전정질환의 경우 증세 초기 1~2

Table 2. 평형과 보행 강화운동 
01. 양쪽 발을 가능한 한 가깝게 붙여 서고 양손은 평형을 유지하도록 벽을 기 게 한다. 평형을 유지하며 가능하면 오랫동안 벽에서 손을 땐

다. 가능하면 발을 가까이 모으도록 한다. 이와 같은 운동을 10분간 하루 2회 시행. 
02.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눈을 떠서 벽에 있는 목표를 주시한다. 

한번에 2.5 cm씩 양발을 모은다. 차례는 
- 양발을 벌리고 
- 양발을 모으고 
- 한쪽 발 뒷꿈치와 다른 쪽 발 앞이 약간 떨어진 상태로 
- 한쪽 발 뒷꿈치와 다른 쪽 발 앞이 닿은 상태로 
- 양쪽 발 뒷꿈치를 들고 양발을 앞뒤로 모으고 
이와 같은 운동을 다음의 순서로 
- 양팔을 펼치고 
- 양팔을 몸에 붙이고 
- 양팔을 반 쪽 어깨로 접어 올리고 
각 자세를 15초간 유지하도록 하며, 가장 어려운 자세까지 진행한다. 

03. 2번의 운동을 고개를 앞으로 30도, 뒤로 30도 기울인 자세에서 시행한다. 
04. 1, 2, 3번의 운동을 처음에는 가끔씩 눈을 감고 시행하며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눈을 감고 시행한다. 이때 속으로는 주위의 환경을 보는 것처

럼 노력한다. 
05. 1, 2, 3, 4번의 운동을 폭신폭신한 베개 위에서 시행. 
06. 손으로 기댈 수 있게 벽에 가까이 서서 걷는다. 점차 양발의 수평 간격을 좁혀서 걷다가 최종으로는 앞꿈치와 뒷꿈치가 닿도록 걷는다. 처

음에는 눈을 뜨고, 나중에는 눈을 감고, 5분 동안 시행. 
07. 벽에 가까이 서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걷는다. 걷는 동안 계속 다른 물체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한다. 점차로 고개를 자주 그리고 빨리 

돌린다. 2분 동안 시행. 
08. 걸으며 천천히 돈다. 처음에는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점점 작은 원을 그린다. 양쪽 방향으로 시행한다. 
09. 5걸음 걸은 후에 우측으로 180도 돌아 다시 5걸음 걷고 좌측으로 180도 돌아 걷는다. 5회 반복하고 잠시 휴식한 뒤 다시 반복한다. 
10. 상점가에서 걷는 것을 연습한다. 

- 운반용 수레 없이 걷도록 노력한다. 
- 사람이 적을 때 연습하다 점차 사람이 많을 때 연습한다. 
- 걷는 복도의 수와 거리를 점차 증가시킨다. 

11. 상점가에서 걷는 것을 연습한다. 
-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 복잡한 곳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 복잡한 곳에서, 나중에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반  방향으로 

12. 골프, 테니스, 라켓볼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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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전정의 억제제를 사용하며 안정을 하도록 한다. 그러

나 이 시기에도 시각적인 자극이 충분히 들어가기 위해 방을 

밝게 하고 창에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이 좋다. 2~3일 이후 

오심등의 증세가 어느 정도 없어지면 머리운동부터 조금씩 

시작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어지러움증이 증가되는 

것을 호소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재활운동을 연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지만 증세가 악화되어 심한 오심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는 일단 중지하거나 운동의 속도를 줄여서 시

행함이 좋다. 

자세의 조절은 회복이 더딘 편이다. 그렇지만 환자는 처음

부터 가능하면 부축을 받더라도 걸어 다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개 4~5일 정도 지나면 혼자서 발을 모으고 눈을 감

은 상태에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일측전정기능의 저하 이후 보상작용의 불충분으로 만성적

인 어지러움증 및 평형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는 개 

심한 어지러움의 증세나 구토는 없고, 평형장애나 오심 등

의 증상을 보이며 특징적으로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려

는 행동을 보인다. 이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머리를 많이 움직

이도록 권해야 하며 급성질환에서와 같은 전정재활치료가 

시행된다. 그렇지만 개 재활운동의 진행정도가 느리게 되

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부분 전정기능의 보상을 저해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면 노령이나 중추성질환 또는 

다른 신체질환 둥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전정재활 운동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점은 우선 환자가 현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 한 어려운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환자로 하여금 편하고 쉽게 만드는 경우 환자

가 운동을 수행하기는 좋겠지만 쉬운 운동으로는 전정재활치

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증세가 호전됨에 따라 운동은 

계속 어려워지고 빨라져야 하며 운동시간 및 종류도 증가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각 및 고유 감각으로부터의 

정보를 제한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눈

을 감게 하거나 스펀지 위에 서게 함으로써 환자는 남아 

있는 전정기능을 최 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기에 기술된 운동들을 참고하여 재활운동을 

각 환자에게 맞게 구성하여 교육하며, Cawthorne-Cooksey 

운동, 전정적응 운동, 평형과 보행 운동, 일반 조절 운동들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양측성 전정장애 

양측성 전정장애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부분적인가 완전

소실인가에 따라 전정재활치료의 목표가 달라진다. 양측의 

부분적인 소실인 경우는 일측성 전정장애에 준해서 남아 있

는 전정기능을 최 한 활용하여 적응(adaptation)을 촉진하

게 되지만 완전소실인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주로 평

형유지를 위해 감각정보의 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즉 없어

진 전정감각 신 주로 시각과 고유감각을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도록 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인에서는 경부안반사가 평형을 유지하는데 약 15%정

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측성 전정소실의 경우 

평균 25%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양측성 전정장애 환자에서 평형유지운동을 계획하며 주의

해야 할 점은 환자들이 운동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야 하는 것이다. 개 환자들은 시각과 고유감각을 이용하여 

가까스로 서 있거나 걷기 때문에 이중에 한 가지만 제한을 

해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 개 양측성 전정장애 환자들은 

초기에는 시각에 주로 의존하여 평형을 유지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유감각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2)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양식과 환

경의 변화도 필요하다. 환경의 변화로는 실내의 조명을 밝게 

하고 바닥에 카펫 등을 깔지 않도록 하며, 미끄럽지 않게 하

고 높은 선반 위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행동양식의 변화는 움직일 때 되도록이면 주시를 먼 곳에 고

정하고 갑작스런 움직임을 피하며, 밤에는 걷거나 운전하는 

것을 삼가 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걸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

면 고유감각의 정보가 증가되므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중추성 전정장애 

중추성 전정장애의 특징은 말초성 전정장애에 비해 회복이 

느리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중추성 전정장애의 경우 회복

에 관여하는 중추기관 자체가 손상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

직까지 중추성 전정장애 환자에서 전정재활치료의 효과를 

증명한 보고는 없으며 다분히 의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추성 전정장애 환자들은 개 안구운동의 장애를 동반

한다. 예를 들면 추적이나 단속의 장애, 폭주복시(conver-
gence diplopia) 등이 있다. 이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

두에 두고 재활운동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활운동의 고안은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수행하기 쉽고 짧

은 시간 동안 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개의 환자에서 치료

에 협조적으로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운동으로 인해 심한 증세가 나타나면 계속된 치

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진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간다. 

  

전정재활치료의 효과 

전정재활치료의 효과에 하여는 부분의 보고에서 치료

를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또한 개인에 맞춘 방법이 

일반 방법보다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 효과의 판

정은 주관적인 증세의 변화로도 가능하지만 회전의자검사에

서의 이득의 회복, 비 칭에서 칭으로의 회복, Step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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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ity검사에서 이득의 회복, 시간상수의 증가, 방향우위성

의 비 칭에서 칭으로의 회복, 동적자세검사의 지각조적

검사에서 조건 5와 6에서의 회복 소견 등을 이용하여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다.6)18)22)23) 

 

CONCLUSIONS 
 

어지러움증의 진단 및 치료는 어지러움 전문 의사에게 가

장 어려운 분야의 하나로 남아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

여 일측성 또는 양측성 전정장애, 중추성 장애 등으로 진단

을 내리더라도 일단 진단 이후에 특별히 환자에게 해 줄 것

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진정제의 과다 사용

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측성 전정장애와 중추의 전정적응

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정재활치료에 한 이해와 이의 실행은 큰 의미를 갖는다. 

물론 전정재활치료를 전공한 전문 치료사가 거의 없는 국

내의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치료를 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의

사와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전문치료사의 어지러움증에 한 

밝은 이해와 이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 환자의 상태 및 

예후에 한 명확하고 신념에 찬 설명, 또한 여기에 각 병원

의 사정에 알맞은 재활운동의 개발 및 시행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어지럼증·전정장애·전정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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