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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어지럼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로 

최근 어지럼 환자는 점점 증가되고 있다. 어지럼의 원인은 말초성 전정

기능저하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현재까지 전정기능저하의 치료는 전정재

활운동치료가 대표적이다. 전정재활운동의 효과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검

증되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시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적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권고된 전정재활이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행 정도가 매우 낮았고 관련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이 전정재활이행증진 및 전정기능회복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증진 전정재

활운동을 적용한 실험군과 일반적인 전정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대조군으

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운동 자기효능감, 

DHI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전정재활이행과 전정기능(회전의자

검사, 동적자세검사)을 평가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였다. 

총 38명이 무작위배정 되었으며 8명이 연구 참여 중 탈락하여 실험군 

16명 대조군 14명, 총 30명(78.9%)이 8주 중재 효과를 평가 받았다. 

연구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의 운동 자기효능감은 증가하였고 

(p<.001), 전정재활이행 정도는 높았으며(p<.001), DHI 점수(p=.012)는 

감소하였고 SOT점수의 합(p=.018) 및 시각 감각분석비(p=.046)는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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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은 운동 자기효능감을 증

진시킴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가정식 전정재활운동에 비해 전정재활이

행증진에 효과적이며 전정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전정재활, 이행, 자기효능감. 

학  번: 2011-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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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어지럼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

로 전세계 인구의 약 20-30%가 어지럼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chael & Hannelore, 2011). 최근 우리나라의 어지럼 환자는 점

점 증가 추세로 2012년 한해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전정기능장애

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85만명에 이르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54%나 증가 된 것이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 전정기능저하로 인해 어지럼을 경험한 환자들은 낙상 

위험과 낙상 두려움이 생기고(Liston et al., 2014)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

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이현정과 최스미, 

2009; Sun, Ward, Semenov, Carey, & Della Santina, 2014).  

현재까지 전정기능저하로 인한 어지럼 환자의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재활운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Donnell & Hillier, 2015). 그러나 어지럼 환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

하게 되는 일차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만 받았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randt, 2000; Jayarajan & 

Rajenderkumar, 2003). 증상 개선만을 위한 반복적인 약물치료는 오히

려 전정기능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며 진단 없이 전정 억제제를 조기 

투여할 경우 정확한 진단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어지럼 정도와 안

진 등이 일찍 사라질 수 있다(김재일, 2007). 반면, 전정재활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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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이후로 전정기능저하 환자의 전정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며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 받고 있다(이정구, 

2010). 전정재활 운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방법을 익히면 스

스로 가정에서도 반복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시행

하는 경우에도 지시대로 잘 이행한다면 전문 치료사와 함께 재활치료하

는 경우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alci, Akdal, 

Yaka, & Angin, 2013).  

국내의 경우 전정재활운동의 적용은 전담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담당하

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병원 실정에 맞게 의사, 간호사, 청각사가 재활

운동 방법을 교육하고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운동을 실시하도록 권고하

는 방법인 가정식 전정재활운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도준, 

이정구와 서명환, 2011).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가정식 전

정재활운동의 이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행 정도가 매우 낮았고 환자가 

스스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낮은 

이행 정도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자기효능감 이었다(이현정과 최

스미, 2014).  

자기효능감은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을 말하며 인간 행동 변화의 주요한 결

정인자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97). 또한, 운동요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행위의 변화, 지속 및 중단에 높은 설명력이 있

음이 검증되었다(김현화, 2007; 김상관, 이강헌, 백승엽, 박광진과 구민

재, 2014; 이현정과 최스미, 2014). 그리고 최근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선행 연구에서 전정재활운동 치료를 받는 대상

자에게 자기효능증진 전략 중 하나인 언어적 설득을 이용하여 이행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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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Yardley et al., 2012; Geraghty et al., 

2014; Muller, Kirby, & Yardley, 2014).  

전정재활 운동은 뇌간 및 소뇌의 재구성에 의해 발생하는 보상(Kao 

et al., 2010)에 수주의 시간이 요구되므로 운동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권고된 동작을 반복,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최근 연구결과 가정식 재활운동의 평균 이행 기간은 2주 미만이었고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주관적 증상의 호전, 재활운동으로 인한 어지

럼 발생, 낙상 공포 그리고 스스로 운동 지속 실천의 어려움 등을 호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과 최스미, 2014). 어지럼발생 이후 주관적

으로 느끼는 증상이 개선되거나 재활운동 초기 대상자가 느끼는 어지럼

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재활운동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 실제 전정기능

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시행하도록 권고된 운동요법의 지속이행을 위해서

는 대상자 스스로 전정재활운동을 일정기간 지속 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어지럼 환자의 재활이행에 영향력

이 컸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이현정과 

최스미, 2014). 또한 전정재활운동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

의 주관적 평가와 함께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전정기능회복 

정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증진 

전략을 이용한 전정재활운동 교육이 운동 자기효능감, 재활운동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주관적, 객관적 전정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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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이 전정기능저하 어

지럼 환자의 운동 자기효능감, 전정재활운동 이행 및 주관적, 객관적 전

정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이 운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이 재활운동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이 전정기능(주관적, 객관적)에 미치

는 효과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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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전정기능저하 

전정기능저하는 전정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 전정기능저하는 회전의자검사(System 2000, Micromedical, Chatham, 

IL, USA)중 정현파 회전검사(SHA test: slow harmonic acceleration 

test)결과 0.01, 0.04, 0.16Hz 모두의 속도에서 VOR (Vestibular Ocular 

Reflex)의 이득(gain)이 정상범위 이하로 나타난 것으로 정의하며 gain

이 일측성 전정기능저하인 것과(VOR의 이득의 좌, 우 비대칭성이 일측

으로 15%이상 있는 경우) 양측성저하인 것을(비대칭성이 없는 경우 

15%미만)포함한다(김동현, 이정현, 김봉직, 이정구와 정재윤, 2014). 

 

2)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은 전정재활운동 이행증진을 위해 고

안된 교육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andura (1997)의 자기효능이론에 

기초하여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과 생리적, 정서적 상태의 각

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인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기효능을 강화할 수 

있게 고안되어 전정안반사와 전정척수반사를 자극하는 운동(Herdman, 

1998)의 이행증진을 도모하는 8주간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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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자기효능감은 재활운동 이행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을 말하며

(Bandura, 1997) 본 연구에서는 김현화(2007)가 개발한 운동 자기효능

감 설문도구로 평가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전정재활운동 이행  

전정재활운동 이행은 대상자가 권고된 운동을 지시대로 정확히 이행하

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정재활운동 이행 측정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이현정과 최스미, 2014).  

 

5) 전정기능 

전정기능은 전정계의 기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전정기능 

검사와 객관적 전정기능검사로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1) 주관적 전정기능은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지럼을 평가

하기 위해 개발된 DHI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도구

(Jacobson & Newman, 1990)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객관적 전정기능은 회전의자검사(System 2000, Micromedical, 

Chatham, IL, USA)중 정현파 회전검사(SHA test: slow 

harmonic acceleration test) 0.01, 0.04, 0.16 Hz에서 측정된 

VOR의 이득(gain)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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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전정기능저하로 인한 어지럼 환자는 전세계적으로 점점 증가 추세이며

(Michael & Hannelore, 2011) 국내의 경우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정기능장애로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85만명에 이른다. 이는 5년

동안 54%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50대 이상에서 증가율이 높았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13).  

전정기관은 말초전정기관과 중추전정기관으로 구성되며 말초기관은 세 

개의 반고리관과 전정신경으로 구성된다. 전정기관은 측두골의 추체부에 

위치하며, 시각, 체성감각 등과 함께 반사적인 자세나 운동의 조절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정구, 2010). 어지럼은 양쪽 전정계 긴장도

(vestibular tone)의 균형이 깨지거나 시각계, 체성감각계, 전정계로부터 

받은 정보가 중추신경계에 각인되어 있는 기대되는 패턴과 서로 다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느끼게 되는 어지럼은 대뇌 피질에

서 공간 지남력의 이상으로 느끼게 되는 인지장애이며, 안진, 안구의 편

위 등의 안구운동장애, 운동실조나 넘어짐 등의 자세장애, 오심, 구토 등

의 자율신경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성기범, 2002).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말초성 어지럼은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나타나며 

메니에르병,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 전정신경염, 외상 후 어지럼, 

이독성을 가진 약물의 복용등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항고혈

압제,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진정제는 약물 투여 자체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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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11) 이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특히, 어지럼을 겪는 대상자들은 자세나 운동 조절에 장애

가 생기므로 낙상의 위험도가 높고(Liston et al., 2014) 심리적, 기능적,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생겨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현정과 최스미, 2009; 

Sun et al., 2014).  

저하되었던 전정기능은 수일-수주에 걸쳐 회복되는데 일반적으로 완

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거의 정상적인 평형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완전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만성 어지럼으로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오선영, 

2010). 완전한 보상을 위한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의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는 전정재활운동이 있다(McDonnell & Hillier, 

2015). 전정기능저하의 치료에 약물 및 수술요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

며 오히려 증상 초기에 심한 어지럼이나 오심, 구토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정 억제제는(항히스타민제, 항콜린성제, Benzodiazepine계열

의 약물) 진정의 부작용이 크므로(Lin & Aligene, 2013) 약물의 반복 투

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정재활 운동요법은 1940년대 이후 전정기능저하 어지럼환자의 회복

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McDonnell & Hillier, 2015). 전정재활운동의 효과

는 일측성 전정기능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그 효과가 잘 검증되었으나 양

측성 전정기능저하 환자에 있어서도 어지럼 정도 및 객관적 지표들이 향

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이정구 등, 2002; Karapolat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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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정재활운동과 이행 

전정기능저하로 인한 어지럼에 대한 치료로서 전정재활운동이 처음으

로 소개된 것은 1940년대의 이비인후과의사 Cawthorne과 물리치료사 

Cooksey에 의해서 이며 이들은 뇌 손상을 받고 어지러워하는 군인들을 

재활하기 위해서 운동을 개발하였다(Cooksey, 1946). 이후 Cochrane 

Collaboration에서는 전정재활운동 치료의 효과에 대한 meta-analysis

를 시행하였으며 전정재활운동 치료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였다(McDonnell & Hillier, 2015). 전정재활운동요법의 목적은 전

정기능저하 어지럼환자의 불완전한 보상으로 인한 불균형의 감소, 보행

과 서있는 자세에서의 안정성 확보, 어지럼정도 완화를 통해 일상생활의 

장애를 개선하는데 있다(이정구, 2010). 

전정재활운동 치료의 기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

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보상(compensation), 적응(adaptation), 대치

(substitution)를 통한 기전이다. 첫째, 보상이란 중추 신경계의 가소성

(plasticity)을 통한 전정신경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써 반복적인 운동

을 통해 습관화(habituation)를 유발하거나, 뇌간 전정신경핵의 긴장도 

균형(vestibular tone balance)을 재조정하여 어지럼과 안진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적응은 반복적인 시각 및 두부의 운동으로 인해 전

정안구반사(vestibulo-ocular reflex)의 이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대치는 손상된 전정기관에서 오는 평형신호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정기능 대신 시각 및 체성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전이

다(Herdman, 1998). 따라서 전정재활운동에는 전정안반사를 강화 시키

고 전정척수반사를 자극하는 운동이 포함되어야 하며(이정구, 201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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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정재활운동의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 기술된 운

동치료의 기간은 평균 4주-10주였다(Balci et al., 2013; Giray et al., 

2009; Kao et al., 2010).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정식 재활운동(동일한 재활

운동 교육 후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것)의 경우 균형운동과 근육강

화 운동의 비중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이도준 등, 

2011),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현정과 최스미(2014)의 연구에서 가정식 

재활운동의 전정척수강화 운동 이행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

지되었다. 따라서 가정식 재활운동의 경우에 aquatic-physiotherapy  

(Gabilan, Perracini, Munhoz, & Gananc, 2008), 타이치 운동 그리고 

Nintendo (Sparrer, Duong Dinh, Ilgner, & Westhofen, 2013), Wii 

(Verdecchia, Mendoza, Sanguineti, & Binetti, 2014)등의 가상 현실 장

치가 전정척수를 함께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대

상자의 상태에 맞추어 위의 운동을 권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정재활운동은 전정기관의 병변으로 유발된 모든 어지럼 또는 평형장

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는 최대 고난위도 운동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응 정도에 따

라 점차적으로 운동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이정구, 2010).  

전정재활운동은 일반적 운동(general ecercise)과 맞춤식 운동(customized 

exercise)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정구, 2010). 일반적 운동은 동일한 운

동 방법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맞춤식 운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효과적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epard & Telian, 1995). 그러나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시행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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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운동방법도 지시대로 잘 이행한다면 전문 치료사와 함께 재활 치료하

는 경우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alci, et al, 

2013). 그렇지만 최근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정식 재활운동의 이행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이행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과 

최스미, 2014). 또한, 미국에서 평형장애 환자에게 HEP (home exercise 

program)를 교육한 후 이행 정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방법, 횟수 및 자

료수집 시점은 다르지만 하루 1시간 운동을 시행한 경우 104명 중 2명

(1.9%), 주당 5회 이상 운동을 실시한 경우 153명 중 14명(9.2%)으로 

나타나 역시 가정식 운동요법의 낮은 이행 정도를 보고하였다(Forkan et 

al., 2006). 국내에서는 전정재활운동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건강신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지각된 심각성, 유익성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

효능감은 전정재활이행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이현정

과 최스미, 2014).  

운동 치료의 경우 대상자가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고 특

히 가정에서 스스로 재활운동을 하는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운동 이행 증진, 운동 지속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많이 다뤄지고 있으며(김상관 et al., 2014; 김현화, 2007; 이현정

과 최스미, 2014; Geraghty et al., 2014; Yardley et al., 2012; Muller et 

al., 2014) 최근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에

서 전정재활운동 치료를 받는 대상자에게 자기효능증진 전략 중 하나인 

언어적 설득을 이용하여 이행 증진을 도모하였다고 보고하였다(Geraghty 

et al., 2014; Yardle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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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가정식 운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가정식 

운동요법의 이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환자가 스스로 운동을 잘 

실천하여 권고된 운동의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3. 자기효능이론과 운동 자기효능감 

자기효능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

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97). 즉,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이다.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

감은 새로운 행위의 습득, 지속 및 중단에 결정인자로 작용한다

(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

며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고 목적에 대한 열성이 낮으며, 그 영역에 대해 

설정한 목적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과제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여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강한 책임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곽호근, 

2006). Bandura (1997)는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언하기 위하여 인

지적 관점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구상하였다. 그는 자기효능감을 심리

학적 체계구성을 위한 중심적 개념으로 수용하였는데 인간 행동변화가 

결국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

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

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미래 상황에 대처하는 데 요구되는 행동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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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잘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력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 변화의 주요한 결정인자로(Bandura, 

1997) 운동의 이행 지속, 중단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

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전정기능 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에서도 자기효능증진 전략 중 하나인 언어적 설득을 이용하

여 이행 증진을 도모한 바 있다(Geraghty et al., 2014; Yardley et al., 

2012). 자기효능감증진 방법을 살펴보면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과 생리적, 정서적 상태의 각성이 있다(Bandura, 1997). 첫째, 성취 

경험은 개인이 건강행위를 성취함으로써 실제 수행에 자신감을 갖는 것

이다. 성취 경험이 쌓이면 효능감이 강화된다. 두번째, 대리경험은 타인

의 수행모습이나 성공적인 수행 결과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

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다. 특히, 비슷한 연령,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모델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전문가의 지식이나 기

술을 따라 하면서 전문가와 동일시하여 할 수 있겠다는 인지를 하게 된

다. 셋째, 언어적 설득은 건강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 지시 

등이 포함된다.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지지하여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격려한다. 특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지각하는 경우 잠재적인 능력을 일깨워주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생리적, 정서적 상태의 각성은 스트레

스 상황에서 긴장될 때 자기효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좀 더 안정

된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자신에 대한 패

배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태도를 



 

- 14 - 

키워주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자기효능감은 운동과 관련하여 운동의 

시작 전 단계, 시작 단계, 유지 및 종료 단계에서 운동 이행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덕진, 2010; 박인경과 김영호, 

2012). 또한, 치료적 운동, 즉 재활 운동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은 운동 

지속, 중단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김현화, 2007; 이현정과 최스

미, 2014). 

 

4. 전정기능 평가 

전정재활운동의 효과를 측정하는 전정기능평가 도구는 주관적, 객관적

도구로 분류되며 객관적 검사 도구로는 동적자세검사(Posturography)와 

회전의자검사(RCT; rotation chair test)가 대표적이다. 회전의자검사는 

1907년 Barany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컴퓨터로 제어된 모터로 

움직이는 의자에 머리를 고정하고 앉아, 좌·우측으로 향하는 여러 주파

수에 걸친 회전자극을 가하여 안구운동반응을 검사함으로써 전반적인 전

정기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검사결과 이득(gain)과 좌우대칭

(symmetry)을 산출해 낼 수 있으므로 회전의자 검사는 일측성, 양측성 

전정기능 저하의 진단에 유용하다(김동현 등, 2014). 또한, 전정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극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생리적인 검사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회복시기의 전정

기능 보상 정도를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irsch, 1986).   

동적자세검사는 전정기능의 회복 소견 이외에 시각사용 정도, 전정척

수반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정구, 2010). 동적자세검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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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조절검사(SOT: sensory organization test)와 운동조절검사(MCT: 

motor control test)로 구성되어있다. SOT는 발판의 움직임 여부와 시각

조건(개안, 폐안, 혼동시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6가지의 지

각조건을 통한 시각감각과 체성감각의 선택적 자극으로 전정기능을 평가

하여 이상유무,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전정재활운동을 통한 전정기능의 

회복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된다(송상협과 박

우영, 2013).  

전정기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전정재활운동 효과에 대한 무작위배정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측성 전정기능소실(chronic decompensated 

unilateral vestibular deficit)환자 41명을 대상으로 적응, 대치, 시각적 

감작(visual desensitization), 균형운동(balance exercise)시행 후 실험

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에서 VAS, DHI, BBS (Berg 

balance scale), posturography를 포함한 평가지표가 유의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고, 대조군에서는 평가지표의 변화가 없었다(Giray et al., 

2009). 또한, 양측성, 일측성을 모두 포함하는 전정기능저하 환자에게 

적용한 재활운동의 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posturography의 SOT 점수

의 합은 10%이상, 전정기능에서는 13%이상의 개선되었고 양측, 일측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양진선, 2007). 

전정기능을 측정하는 설문 도구인 DHI는 Jacobson과 Newman이 

1990년에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관적 장애를 측

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Treleaven, 2006). DHI는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기능적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체적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흔

히 경험하는 기본적인 신체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어지럼이 심해지는지에 

관한 항목이고 정서적 영역은 어지럼 발생에 따른 불안감, 우울 및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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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영역은 가사 및 직업 또는 여가

활동과 관련된 동작을 수행할 때 어지럼에 의한 장애 정도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한규철 등(2004)이 한국어판 어지럼 척도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전정재활 운

동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DHI는 전정재활 운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졌으며(Treleaven, 2006; 

McDonnell & Hillier, 2015) 양진선(2007) 및 Murray, Carroll과 Hill 

(2001)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기능적 영역의 점수 향상에 비해 정서적 

영역의 점수는 그 효과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전정재활 운동의 

제한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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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Bandura (1997)의 자기효능이론을 기초로 

하였다. 개인이 기대하는 행동의 결과는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한 행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깊다. 정해진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

의 판단을 지각된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 Bandura (1997)는 자기효능

에 관련된 자원으로 성취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 대리경험

(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 감정

적 상태에 대한 각성(physiological & affective states arousal)을 제시

하였고 이 자원으로부터 얻은 자기효능의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통합함으로써 자기효능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특정 행동에 대한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지속시간도 길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증진 전략을 이용한 전정재활 운동요법을 통하

여 전정기능 저하 어지럼 환자들이 자기효능자원의 구성요소인 성취경험, 

대리경험(모델링), 언어적 설득, 생리적 감정적 상태의 각성을 위한 

feedback을 제공한다.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들의 자기효능감을 강

화하고 전정재활운동요법 이행을 증진시킴으로써 대상자들의 객관적 지

표인 회전의자 검사결과 이득의 값과 비대칭성이 개선되고 동적 자세 검

사결과 SOT 점수의 합과 감각분석비가 증가되며 이와 함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어지럼으로 인한 장애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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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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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험군은 8주간 자기효능증

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을 시행한 군이고 대조군은 일반적인 가정식 전정

재활운동교육을 시행한 군이다. 

가설 1. 실험군의 운동 자기효능감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의 전정재활운동 이행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DHI 점수는 대조군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의 객관적 전정기능은 대조군보다 나아질 것이다. 

부가설 4-1. 실험군의 회전의자검사 결과 VOR이득이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부가설 4-2. 실험군의 회전의자검사 결과 VOR의 비대칭성이 대조

군보다 감소할 것이다. 

부가설 4-3. 실험군의 동적자세검사 결과 SOT 점수의 합이 대조군

보다 높을 것이다 

부가설 4-4. 실험군의 동적자세검사 결과 SOT의 체성감각 분석비

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부가설 4-5. 실험군의 동적자세검사 결과 SOT의 시각감각 분석비

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부가설 4-6. 실험군의 동적자세검사 결과 SOT의 전정감각 분석비

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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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실시한 자기

효능강화 전정재활운동 교육이 대상자의 전정기능, 자기효능감 및 전정

재활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무작위 통제군 전후 설계이다.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4
th

 week) 

Post-test 

(8
th

 week) 

     E E1  X1 E2 E3 

C C1  X2 C2 E3 

-E: Experimental group, C; Control group. 

-E1, C1: Socioeconomic, medical characteristics, severity of dizziness, Exercise Self-efficacy, DHI, 

SHA test & posturography. 

-X1: Self-efficacy promoting vestibular rehabilitation exercise. 

-X2: Usual vestibular rehabilitation exercise. 

-E2, C2: Physical activity level, Severity of dizziness, Exercise self-efficacy, adherence of VR, DHI, 

SHA test & posturography. 

-E3, C3: Physical activity level, Severity of dizziness, Exercise self-efficacy, adherence of VR, DHI, 

SHA test & posturography. 

 

 

 

 

 



 

- 21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천안 시내 D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전정기능 저

하로 인한 어지럼을 주증상으로 방문한 자 중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

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2) 이비인후과적 검진 및 전정기능검사(회전의자 검사) 상 전정신

경염으로 인한 편측성, 양측성 전정기능손실이 확인된 자 

 

2) 제외기준 

(1) 평형이나 움직임에 장애를 주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자 

(예: 중추병변, 시각장애, 근골격계장애) 

(2) 인지결함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자 

 

3) 연구 대상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대

상자 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 대조군 전·후 비교 시 검정력

(1-β) 0.8, 중간 효과 크기(f) 0.5, 유의수준(α) 0.05일 때 최소 표본 수

는 집단별 17명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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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기간 2015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연구 대상자 총 41명 

중 연구 참여를 거부한 3명은 제외 되어 실험군 19명 대조군 19명이 포

함되었다. 그러나 연구 진행 과정 중 실험군 3명(n=1: 증상호전으로 4주

차 외래 방문 누락, n=1 증상 호전 외래 방문 연기, n=1: 연락 안됨) 대

조군 5명(n=3: 증상 호전으로 4주차 외래 방문 누락, n=1 증상호전 거

주지 인근 병원 전원, n=1: 장기해외방문)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30명

이 참여하였다. 이에 총 실험군 16명, 대조군은 14명이며 대상자 탈락률

은 실험군 15.7%, 대조군 26.3% 이다. 

Figure 2. Study flow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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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본 연구자가 구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정도, 동거 

가족 유무, 직업 유무, 규칙적 운동 여부이다. 

 

2) 질병관련 특성 

어지럼 관련 특성은 진단명, 어지럼 유병기간(일), 어지럼 정도(VAS: 

visual analog scale), 어지럼 발생빈도(회/주, 회/월, 회/년), 전정억제제 

투약 여부, 낙상경험 유무 및 낙상공포 유무로 구성하였다. 

 

3) 운동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은 김현화(2007)가 개발한 근관절운동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를 전정재활운동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던 이현정과 최

스미(2014)의 운동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

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점 최고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김현화(2007)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8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9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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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정재활운동 이행 

본 연구에서 전정재활운동의 이행은 전정재활운동 이행 측정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 하였다(이현정과 최스미, 2014).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매우 잘한다” 5점, “하는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안하는 

편이다” 2점, “전혀 하지 않는다”1 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3점 최고 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행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이현정과 최스미(2014)의 연구에서 Content Validity 

Index의 값은 0.9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5였다.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85 였다. 그리고 권고된 대로 하루 3회 30분 

이상 실천 여부와 권고된 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실제 시행한 빈도(회/

일) 및 시간(분/일)을 조사하였다.  

 

5) 전정기능 평가 

(1) 주관적 전정기능 

본 연구에서 주관적 전정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Jacobson과 Newman 

(1990)이 개발한 DHI (Dizziness Handicap Inventory)도구를 한규철 등

(2004)이 한국어로 번안한 K-DHI를 사용하였다. 각 설문 항목은 총 25

문항으로 기능적 영역(9문항), 감정적 영역(9문항) 으로 그리고 신체적 

영역(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의 점수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

고 항목별 문항에 대해 항상 ‘4점’ 가끔 ‘2점’ 없음 ‘0점’으로 측정된다. 

점수는 100점 만점이며 최저 0점으로 항목별 점수의 합으로 장애 정도

를 정량화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규

철 등(2004)이 번안한 K-DHI의 Cronbach’s α=.90이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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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ronbach's ⍺=.89 였다. 

 

(2) 객관적 전정기능 

①  회전의자검사  

본 연구에서 객관적 전정기능 평가를 위해 회전의자검사(System 

2000, Micromedical, Chatham, IL, USA)중 정현파 회전의자검사(SHA 

test: slow harmonic acceleration test)검사 0.01, 0.04, 0.16 Hz 에서 

전정안구반사(VOR; vestibular ocular reflex)의 이득(gain)과 대칭성을 

검사한다. VOR의 이득이 정상범위보다 작을수록 전정기능이 저하된 것

이다(김동현 등, 2014). 또한, 회전의자가 우측 및 좌측으로 회전할 때의 

VOR 비교 좌, 우측으로 대칭성이(15%이상)편위 될수록 비대칭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김동현 등, 2014). 

 

②  동적자세검사 

본 연구에서 객관적 전정기능 평가를 위해 동적자세검사(dynamic 

posturography, NeuroCom, USA)장비를 이용하여 SOT (sensory 

organization test)의 점수의 합과 감각분석비를 측정한다. SOT는 체성

감각을 선택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발판의 고정 여부와 시각계의 선택적 

자극을 위해 개안, 폐안 및 혼동시각을 조합하여 여섯 가지 조건(C1-

C6)의 검사로 구성한다. 각 조건에서의 검사(단, 1회 20초 간)는 각각 3

회씩 실시한다(송상협과 박우영, 2013). 

C 1 : 눈을 뜨고, 주변시야 고정, 바닥 고정 

C 2 : 눈을 감고, 바닥 고정 

C 3 : 눈을 뜨고, 주변시야 흔들림, 바닥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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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 : 눈을 뜨고, 주변시야 고정, 바닥 흔들림 

C 5 : 눈을 감고, 바닥 흔들림 

C 6 : 눈을 뜨고, 주변시야 흔들림, 바닥 흔들림 

체성감각비(체성감각기관 사용능력)=C2/C1  

시각비(균형 유지를 위한 시각기관의 입력정보 사용능력) =C4/C1  

전정비(균형 유지를 위한 전정기관의 입력정보 상용능력)=C5/C1  

SOT점수는 전,후 방향의 신체움직임 각도를 측정한 각 조건의 점

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유지를 잘 하는 것이다(최고 100점 

최저 0점). 각, 감각비는 균형유지를 위하여 각 감각계를 이용하는 

능력을 검사한 값이다. 감각비율이 높을수록 각 감각을 잘 이용하

는 것이다. 

 

4.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 

1) 준비과정 

(1)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2006년 대한 이비인학회주관 청각사 연수과정 80시

간(이론, 실습) 수료 후 시험에 통과하여 청각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정기능 검사실에 근무

하며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전정기능검사 및 전정재활운동 교육을 담

당하고 있다. 또한 D대학 병원에서 전국 이비인후과 전공의를 주 대상

으로 매년 개최하는 전정기능검사 Workshop에서 회전의자 검사 시연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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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세부내용 구성 과정 

전정재활운동 교육자료는 Hamid (1992)의 운동요법에 근거하여 D 

대학병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재활운동 방법을 본 연구자가 어지럼 

환자를 위한 교육용 자료로 만들어 인쇄하였다(부록 3). 재활운동 이행

증진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증진 전략을 이용

하였다(Table 2). 본 내용은 간호학 교수 3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의 

자문을 통해 완성하였다. 

 

①  자기효능감증진 전략  

자기효능감증진 전략은 성취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

적 감정적 상태의 각성을(physiological & affective states arousal)통한 

상태 향상으로 구성하였다(Bandura, 1997). 성취경험은 처음에 실천 가

능한 행위 변화를 유도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점차 어려

운 행위 변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지럼이 심한 경우 움

직이는 것 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목

표를 설정하였다. 초기에는 전정안반사를 자극할 수 있는 안구운동을 시

작하는 것으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고, 다음 주 성취 여부를 조

사해 성취에 대한 격려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성취 방해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대리경험은 대상자와 

같은 진단, 같은 연령대의 환자 중 재활운동을 통해 어지럼이 개선 된 

사례를 직접 소개해 주고 성공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언어적 설득은 전정재활운동 교육을 통해 어지

럼이 나아질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생리적 감정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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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physiological & affective states arousal)은 연구자가 매주 전화상

담과 면대면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각성 상태를 파악한 

후 feedback을 제공하였다. 

 

②  전정재활운동 

전정재활운동은 대상자의 현재 어지럼과 현재의 전정기능 상태 및 

수행 능력에 따라 운동수준을 조절하여 제공하는 맞춤운동요법으로 제공

하였다. 전정재활운동 구성은 다음과 같다. 

 

 습관화 운동 

습관화 운동(habituation exercise)이란 환자의 증세가 유발되는 

일상생활에서의 특별한 자세나 상황을 찾아 이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같

은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증세가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정구, 2010). 

 

 전정안반사 자극운동 

전정적응을 유발하는 자극은 망막의 미끄러짐(retinal slip)에 의

한 “오차신호(error signal)”이다(Gauthier & Robinson, 1975).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전정안반사의 이득이 부족한 만큼 망막의 미끄러짐이 생

기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이득의 회복이 생긴다. 그렇지만 적응의 과정

은 주어지는 자극에 선택적으로 생기게 된다(Goodaux, Halleux & 

Gobert, 1983). 예를 들면 수평회전운동에 의해 이 평면의 이득은 회복

되지만 수직운동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으며 주파수도 시행되는 운동의 

주파수에만 선택적으로 적응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전정적응 운동은 일

상생활의 머리운동이 모두 포함되는 다양한 회전면과 주파수를 포함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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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척수반사 자극운동 

전정척수반사를 자극하는 평형과 보행 운동은 일상생활에서의 

평형기능을 강화하는 치료이다. 자세의 조절은 시각, 고유감각, 전정감각

의 세 가지 감각정보를 중추신경에서 분석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적당한 

정보를 선택하여 이를 이용하여 개체의 무게중심을 지지면(base of 

support)내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하다. 전정감각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시

각이나 고유감각이 더욱 중요해지며 전정재활치료에서는 이들 감각을 적

절하게 또한 최대한 활용하여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평형을 유지하

는 것은 정적인 상태에서와 동적인 상태에서 모두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평형과 보행운동은 정적인 운동부터 시작하여 동적인 운동으로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평형과 보행운동의 구성은 세 가지 감각정보의 조건에 변화

를 주며,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점차 어려운 조건으로 변화시킨다. 감각

정보 조건의 변화는 1) 고유감각: 바닥이 편편한가 울퉁불퉁한가, 단단

한가 부드러운가, 2) 시각: 눈을 감는가 뜨는가, 주시를 고정하는가 계속 

움직이게 하는가, 3) 전정감각: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하는가 옆으로 기

울이는가, 고개를 계속 움직이며 시행하는가 등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양하게 줄 수 있으므로(이정구, 2010)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일반적 조절운동 

일반적 조절운동은 전정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정적인

(sedentary) 생활유형을 좀더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정구, 2010). 환자에게 그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당한 운동을 권

유하며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생활유형이 활동적이 되도록 하였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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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걷기가 포함되며 이를 발전시켜 조깅,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

의 운동을 나이와 체력에 알맞게 권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기간 동안 가벼운 언덕 오르내리기, 가능하면 계단 1층 오르내리기, 횡

단보도 걷기 등을 권유하였다. 

 

2) 교육 진행 방법 

본 교육은 8주 동안 대상자들이 방문한 D 대학병원의 외래 전정기능 

검사실에서 진행하였다. 개별상담 운동 교육 3회와 전화상담 교육 8회로 

구성하였고 1회 소요시간은 개별 상담 20-30분 전화상담 10-15분 정

도 소요되었다. 

 

(1) 개별 face to face 자기효능증진운동 교육 

실험군에게 제공할 개별상담 운동 교육은 총 3회 자기효능증진 전

정재활 운동으로(부록 3) 인쇄된 자료와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는 시범, 

상담을 통해 시행 하였다. 개별 상담에서 이루어진 상담 교육 및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제 1회(1주 차)에는 사전 자료(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주관

적, 객관적 전정기능 평가)를 수집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을 평가하고 

치료 대상자에게 치료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자의 현재 신체

적, 감정적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에 설명하였다. 

첫 시간은 세부 내용을 자세히 교육하기 보다는 현재 대상자의 전정기능 

상태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재활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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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현재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전정재활 운동방법에 대해 교육하였

다. 대상자에게 운동 방법이 적혀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였다.  

 

 제 2회(2주 차)에는 외래에 방문하여 운동이행,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 및 대상자의 신

체적, 감정적 상태에 따라 앞으로의 재활운동 목표를 재설정 하였으며 

이미 같은 전정기능장애를 재활운동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잘 극복

한 사례를 알려줌으로써 대리경험을 갖게 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운동

을 실천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활운동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설득 및 격려하였다.  

 

 제 3회(5주 차)에는 외래에 방문하여 전정기능에 대해 주관적,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운동 이행 정도를 조사하고 평가결과를 설명하였

으며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재활운동 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재

활운동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설득 및 격려하였다.  

 

(2) 개별 전화상담 

실험군에게 제공한 전화상담은 8주간 5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1

회 상담은 약 10-15분간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통화가 편한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였다. 개별 전화상담은 총 5회로 이루

어졌다. 전화상담시 상담 항목은 미리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다. 전화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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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회(3주 차)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운동이행, 신체적, 정신

적 상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행을 격려하였다. 대상자의 신

체적, 감정적 상태에 따라 앞으로의 재활운동 목표를 재설정 하였으며 

가정에서 운동을 실천하면서 발생한 장애요인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재활운동을 성공적

으로 시행함으로써 잘 극복한 사례를 알려줌으로써 대리경험을 갖게 하

였다. 

 

 제 2회(4주 차), 제 3회(6주 차), 제 4회(7주차), 제 5회(8주차)에

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운동이행,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관련하여 문제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 및 대상자의 신체적, 감정적 상태에 

따라 앞으로의 재활운동 목표를 재설정 하였다. 대상자가 운동을 실천하

는데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

활운동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잘 극

복한 사례를 알려주고 언어적으로 설득 및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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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cedures of the self-efficacy promoting vestibular rehabilitation 

Session 
Contents  

of the intervention 

Self-efficacy 

promoting source 
Methods 

1st 

week 

 

Introduce  

about the program 

and make a plan with the 

participants 

 

Educate VR 

&  

schedule on an individual 

basis(considering severity of 

dizziness)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Verbal 

persuasion 

 

Individual 

counseling(face to 

face) 

 

Brochure(about VR) 

 

Summary report of 

rotational chair test 

results 

 

2nd 

week 

 

Check for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Let the  

participants express their 

achievements 

 

Practice &  

reeducate VR considering 

severity of dizziness 

 

Provide information about 

compensation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Verbal 

persuasion 

•Mastery 

experience 

Individual 

counseling(face to 

face) 

 

3rd 

week 

 

Check for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Let the  

participants express their 

achievements 

Reeducate VR 

considering  

severity of dizziness 

 

Introduce  

about model case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Verbal 

persuasion 

•Mastery 

experience 

•Social modeling 

Telephone 

counseling 

 

 

 

4th 

week 

 

Check for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Let the  

participants express their 

achievements 

 

Practice &  

reeducate VR 

considering severity  

of dizziness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Mastery 

experience 

•Verbal 

persuasion 

•Social modeling 

Telephone 

counseling 

 

 

 

 



 

- 34 - 

Session 
Contents  

of the intervention 

Self-efficacy 

promoting source 
Methods 

5th week 

(After 

1 month 

test) 

 

Check for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Mastery 

experience 

•Verbal 

persuasion 

•Social modeling 

Individual 

counseling(face to 

face) 

 

Summary report  

of rotational chair & 

posturography 

test results 

6th 

week 

Check for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Let the  

participants express their 

achievements 

 

Reeducate VR 

considering severity  

of dizziness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Verbal 

persuasion 

•Mastery 

experience 

•Social modeling 

Telephone 

counseling 

 

7th 

Week 

 

Check for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Let the  

participants express their 

achievements 

 

Reeducate VR 

considering severity  

of dizziness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Verbal 

persuasion 

•Mastery 

experience 

•Social modeling 

Telephone 

counseling 

 

8th 

Week 

 

Check for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Let the  

participants express their 

achievements 

 

Reeducate VR 

considering severity  

of dizziness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Verbal 

persuasion 

•Mastery 

experience 

•Social modeling 

Telephone 

counseling 

 

9th week 

(After 

2 month 

test) 

 

Check for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Improving 

physical and 

emotional states 

•Mastery 

experience 

•Verbal 

persuasion 

•Social modeling 

Individual 

counseling(face to 

face) 

 

Summary report  

of rotational chair & 

posturography test 

results 

* VR: vestibular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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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조군 관리 

대조군에게는 일대일 방식으로 중재 시작 1회 약 15분간 현재 병원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전정안반사 자극운동, 전정척수반사 자극운동 

그리고 일반적 조절운동을 1:1로 연구자가 교육하고 인쇄된 교육 자료

를 제공하였다(부록 3). 이후 4주, 8주 후에 어지럼 정도와 전정기능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운동이행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종료 후 

어지럼이 남아 있는 경우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 맞는 재활운동 방법을 

재교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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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방법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 대상자 보호 

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통과한 후 자료를 수

집하였다(승인번호: 1501/001-011). 또한 해당 기관인 천안시 D 대학병

원으로부터 연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협조 하에 연구를 진행 하

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는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

하였다. 서면 동의 전 연구의 목적 및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

한 내용과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정보 및 설문 내용의 유출 방지를 위해 

설문지는 수거 즉시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고, 동의서

와 설문지는 시건 장치가 있는 검사실 사무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에 분쇄

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2)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D 대학병원 외래 대기실 및 전정기

능 검사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어지럼을 주 호소로 병원을 

방문하고 전정기능검사(회전의자 검사)상 일측성 및 양측성 전정기능저

하로 진단받은 환자 중 전정재활운동이 처방된 환자가 연구 참여 문건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로 하였다. 그 중 이비인후과 검진 및 전정기

능검사 후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되면 배정표에 의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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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회전의자 검사 및 SOT검사의 측

정은 훈련 받은 연구원(청각사)이 실시하며 실험군과 대조군 여부를 모

르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편의를 방지하고 연구의 타당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자

가보고 형식의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보호자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았으며 필요시 훈련 받은 조사자가 도움을 제공하였다. 자료수

집 시기는 외래에서 전정기능 저하 어지럼을 진단받은 당일, 1달과 2달 

후 였다. 

 

  회전의자검사 환경 및 절차  

회전의자검사는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여 전정기능검사실에서 청각

사 1인에 의해 실시하였다. 피검자는 빛과 소리가 차단된 원통의 중앙에 

설치된 회전의자에서 눈을 뜨고 안반사를 측정할 수 있는 고글을 착용하

고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검자는 검사실에 도착하여 안정을 취한 후 편

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검사자의 설명을 듣고 검사를 받았다. 검사자

는 회전의자검사 시에 각성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숫자를 빼거나 더하

게 하든지 또는 말을 걸어 각성상태를 확인하며 검사하였다. 피검자가 

안경을 쓰는 경우 안경을 벗고, 피검자의 머리는 외측 반고리관이 수평

에 위치하게 하기 위하여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30도 숙이고 몸

을 의자에 기대어 앉게 하였다.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의자의 회

전이 몸의 회전과 머리의 회전을 일치시키고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안진의 형태와 피검자의 상태를 살폈다. 외측 반고리관의 축이 회전축이 

되어 정현파운동에 의한 수평안구운동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만약, 대

상자가 심한 어지럼을 호소할 경우 휴식을 취한 후 재검사가 가능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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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가 휴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시간은 

약 5분 소요된다. 

 

  동적자세검사 환경 및 절차 

동적자세검사는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여 평형검사실에서 청각사 1

인에 의해 실시하였다. 검사 환경은 밝고 조용한 장소이며 피검자가 원

하는 경우 보호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대상자는 서서 검사를 진행 

하였으며 매 검사 시작 전 검사자는 대상자에게 검사방법을 설명하였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검사를 진행 하였다. 

만약, 대상자가 10초 이상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Fall로 입력하

여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휴식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시간은 약 5분 소

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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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본 연구 각 변수의 정규성은 Shapiro-Wilk test를 통해 검정 하였

고, 그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을 위해 Mann-

Whitney test,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 운동 자기효능감, 재활운

동 이행 정도, 전정기능(주관적, 객관적) 차이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였다. 

4) 본 연구에서 중재 전, 중재 4주 후, 중재 8주 후 실험군 및 대조군

의 운동 자기효능감, 재활 운동 이행정도, 전정기능(주관적, 객관

적)의 군내 변화는 각 군별로 Kruskal-Wallis test 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5) 본 연구 통계적 유의 수준은 양측 검정으로 α=.05에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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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사전 동질성 검증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총 41명 중 연구 참여를 거부한 3명은 제외되어 실험군 

19명 대조군 19명이 포함되었으나 진행 과정 중 실험군 3명(n=1: 증상

호전으로 4주차 외래 방문 누락, n=1 증상 호전 경미 치료 중단, n=1: 

연락 안됨) 대조군 5명(n=3: 증상 호전으로 4주차 외래 방문 누락, n=1 

증상 호전 거주지 근처 병원 전원 원함, n=1: 장기해외방문)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30명이 참여하였다. 이에 실험군 16명, 대조군14명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가족 유무, 직업유무, 규칙적 운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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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test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0) 

Characteristics 

Exp. (n=16) Cont. (n=14) 

χ²/Z p n (%) or  

Mean ±SD 

n (%) or  

Mean ±SD 

Gender 
Male 7(43.8) 3(21.4) 

 1.618 .260 
Female 9(56.2) 11(78.6) 

Age 

(years) 

20-<35 3(18.8) 2(14.3) 

 3.430 .209 35–<50  8(50.0) 3(21.4) 

50-<65 5(31.2) 9(64.3) 

Mean ± SD 45.6±12.15 50.05±12.05  -1.166 .244 

Educational 

level 

≥Middle 1(6.2)  4(28.6) 

3.738 .071 
High school 7(43.8) 7(50.0) 

≤College 

graduate  
8(50.0) 3(21.4) 

Living alone 
Yes 0(0) 2(14.3) 

 2.367 .209 
No 16(100) 12(85.7) 

Employment 

status 

Yes 15(93.8) 11(78.6) 
1.439 .315 

No 1(6.2) 3(21.4) 

Regular 

exercise 

Yes 4(25.0) 3(21.4) 
 0.051   .821 

No 12(75.0) 11(78.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42 - 

2) 질병관련 특성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진단명, 어지럼 정도, 어지럼의 발생빈도 

및 기간, 전정억제제 투약 여부, 낙상발생 및 낙상공포를 조사한 결과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Homogeneity test of medical characteristics                  (N=30) 

Characteristics 

Exp.  

(n=16) 

Cont. 

(n=14) 
χ²/Z p 

n (%) or 

Mean ±SD 

n (%) or 

Mean ±SD 

Site of 

loss 

Unilateral 

vestibulopahy 
13(81.3) 11(78.6) 

0.032 .857 
Bilateral 

vestibulopahy 
3(18.7) 3(21.4) 

Severity of  

dizziness 

:onset 

(VAS:1-10) 

1-3 0(0) 0(0) 0.032 .857 

4-7 3(18.7) 3(21.4) 
  

8-10 13(81.3) 11(78.6) 
  

Mean ±SD 9.10±1.08 9.14±1.29 -0.023 .982 

Frequency of 

dizziness 

A number of times a day 7(43.8) 10(71.4) -1.129 .259 

A number of times a week 8(50.0) 2(14.3) 
  

A number of times a year 1(6.2) 2(14.3) 
  

Duration of 

dizziness 

≤15days 10(62.5) 8(57.1) 0.288 .874 

>15days-≤3mths 5(31.2) 4(28.6) 
  

>3mths 1(6.3) 2(14.3) 
  

Use of anti-

vertigo 

medication 

Yes 7(43.8) 9(64.3) 1.223 .299 

No 9(56.2) 5(35.7) 
  

Fall 
Yes 5(31.3) 1(7.1) 2.622 .175 

No 11(68.2) 13(92.9) 
  

Fear of fall 
Yes 11(68.2) 11(78.6) 0.356 .689 

No 5(31.3) 3(21.4)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VAS; visual ana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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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자기효능감, 주관적, 객관적 전정기능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 자기효능감, 주관적(DHI), 객관적 전

정기능(VOR의 이득과 비대칭, 평형검사의 SOT점수의 합과 SOT의 감

각 분석비)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Homogeneity test of exercise self-efficacy & vestibular function  (N=30) 

Characteristics 
Exp. (n=16) Cont. (n=14) 

Z p 
Mean ±SD Mean ±SD 

Self-efficacy score 15.56±3.59 17.57±4.18 -1.849 .064 

DHI score 

DHI-E 26.12±8.11 22.64±10.22 -1.001 .317 

DHI-F 31.62±7.05 32.14±5.34 -0.044 .965 

DHI-P 24.62±5.09 25.0±3.90 -0.088 .930 

DHI-total 82.37±19.11 79.78±17.30 -0.708 .479 

SHA-test 

VOR-gain 0.01Hz .16±0.03 .17±0.04 -0.689 .491 

VOR-gain 0.04Hz  .27±0.06 0.28±0.06 -0.083 .934 

VOR-gain 0.16Hz .35±0.08 .34±0.10 -0.541 .588 

Unilateral Exp. (n=13) Cont. (n=11) 
  

VOR-asym(total) 39.07±18.12 34.87±23.40 -1.276 .202 

SHA-test 

Composite SOT 54.31±20.00 50.71±18.31 -0.541 .588 

SOM 88.45±9.70 93.92±7.43 -1.452 .147 

VIS 58.84±27.57 59.48±23.88 -0.146 .884 

VEST 38.62±31.39 41.90±29.90 -0.063 .95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DHI;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E; dizziness handicap inventory-emotion  

DHI-F; dizziness handicap inventory-function 

DHI-P; dizziness handicap inventory-physical 

VOR; vestibular ocular reflex, SOT; sensory organization test, SOM; somatosensory 

VIS; vision, VEST; vesti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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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정재활 이행 

4주, 8주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운동 이행 빈도와 기간을 조사한 결과 

실험군은 하루에 3회 이상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전혀 

하지 않았다’가 가장 많아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Table 6. Reported post-discharge participation in a prescribed VR       (N=30)             

Classification Time 
Exp.(n=16) 

n(%) 

Con.(n=14) 

n(%) 

T1 

χ² 

T2 

χ² 

Frequency 

in past 4 & 

8wks (/day) 

Never 
T1 0(0) 8(57.1) 

23.233†  29.343† 

T2 0(0) 9(64.3) 

Once 
T1 0(0) 2(14.3) 

T2 0(0) 4(28.6) 

Twice 
T1 0(0) 2(14.3) 

T2 3(18.8) 1(7.1) 

≥3 times 
T1 16(100) 2(14.3) 

T2 13(81.2) 0(0) 

Duration 

(/day) 

None 
T1 0(0) 7(50.0) 

23.591† 30.132† 

T2 0(0) 9(64.3) 

<15 min 
T1 3(18.8) 5(35.7) 

T2 2(12.5) 4(28.6) 

≥30 min 
T1 13(81.2) 2(14.3) 

T2 14(87.5) 1(7.1) 

VR; vestibular rehabilitation,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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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가설 1. 실험군의 운동 자기효능감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8주 중재 후 운동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 이로써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군 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exercise self-efficac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Variable 

(range) 
Time 

Exp. (n=16) 
χ²/p 

Cont. (n=14) 
χ²/p Z p 

Mean ±SD Mean ±SD 

Self-

efficacy 

(5-25) 

T0 15.56±3.59 
26.11/ 

<.001
†
 

17.57±4.18 
17.88/  

<.001
†
 

-1.849 .064 

T1 21.87±2.24 11.64±4.39 -4.511 <.001
†
 

T2 22.5±2.47 8.42±4.38 -4.623 <.001
†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0; Pre‐test,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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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실험군의 전정재활운동 이행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8주 중재 후 재활운동 이행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8). 이로써 가설 2는 지지되었다.  

 

Table 8. Comparison of vestibular rehabilitation adh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Variable 

(range) 
Time 

Exp. (n=16) Cont. (n=14) 
Z p 

Mean ±SD Mean ±SD 

VR 

(1-5) 

T1 4.36±.37 2.17±.69 -4.458 <.001
†
 

T2 4.56±.36 1.41±.71 -4.699 <.001
†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VR; vestibular rehabilitation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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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실험군의 DHI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점수는 

대조군보다 낮아질 것이다. 

8주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DHI-Total 점수 및 하부 영역별(감정

적, 기능적, 신체적) 점수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로써 부가설 

3-1은 지지되었다. 군 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DHI- Total 점

수는 중재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의 DHI- Total 점수 

또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부 영역별 군내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실험

군과 대조군의 DHI-E, F, P 점수는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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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DHI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Variable 

(range) 
Time 

Exp. (n=16) 
χ²/ p 

Cont. (n=14) 
χ²/ p Z p 

Mean ±SD Mean ±SD 

DHI-total 

(0-100) 

T0 82.37±19.11 
34.86/ 

<.001
†
 

79.78±17.30 
22.87/ 

<.001
†
 

-0.708 .479 

T1 14.75±8.63 19.28±17.48 -0.542 .588 

T2 7.37±3.07 20.28±23.94 -2.524 .012
*
 

DHI-E 

(0-36) 

T0 26.12±8.11 
31.52/ 

<.001
†
 

22.64±10.22 
17.99/ 

<.001
†
 

-1.001 .317 

T1 3.75±5.69 6.28±6.60 -1.230 .219 

T2 1.75±1.23 6.71±9.16 -2.143 .032
*
 

DHI-F 

(0-36) 

T0 31.62±7.05 
34.88/ 

<.001
†
 

32.14±5.34 
25.97/ 

<.001
†
 

-0.044 .965 

T1 5.75±2.40 6.42±6.75 -0.466 .641 

T2 3. 50±1.86 7.71±8.03 -1.975 .048
*
 

DHI-P 

(0-28) 

T0 24.62±5.09 
36.92/ 

<.001
†
 

25.0±3.90 
23.76/ 

<.001
†
 

-0.088 .930 

T1 5.25±2.81 6.57±6.72 -0.105 .916 

T2 2.12±1.14 5.85±7.12 -2.733 .006
*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DHI;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E; dizziness handicap inventory-emotion  

DHI-F;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function 

DHI-P; dizziness handicap inventory-physical 

T0; Pre‐test,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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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실험군의 객관적 전정기능은 대조군보다 회복이 잘 될 것이다. 

부가설 4-1. 실험군의 회전의자검사 결과 VOR (Vestibular ocular 

reflex) 이득이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8주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VOR 0.01Hz, 0.04Hz 및 0.16Hz 이득

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부가설 4-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중재 전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이득은 0.01Hz, 0.04Hz 

에서 중재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0.01Hz , 0.04 Hz, 

0.16 Hz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VOR gai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Variables 

(range) 
Time 

Exp. (n=16) 
χ²/ p 

Cont. (n=14) 
χ²/ p Z p 

Mean ±SD Mean ±SD 

VOR-gain 

0.01Hz 

T0 0.17±0.04 
10.12/ 

.006
*
 

0.17±0.04 
3.49/ 

.174 

-0.689 .491 

T1 0.19±0.03 0.30±0.46 -0.439 .661 

T2 0.21±0.02 0.19±0.04 -1.107 .268 

VOR-gain 

0.04Hz 

T0 0.27±0.06 
7.74/ 

.021
*
 

0.28±0.06 
1.68/ 

.430 

-0.083 .934 

T1 0.31±0.06 0.29±0.06 -1.229 .219 

T2 0.33±0.06 0.31±0.06 -1.126 .260 

VOR-gain 

0.16Hz 

T0 0.35±0.08 
4.79/ 

.091 

0.34±0.10 
1.23/ 

.541 

-0.541 .588 

T1 0.40±0.10 0.34±0.08 -1.749 .080 

T2 0.41±0.08 0.37±0.08 -1.294 .19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VOR; vestibular ocular reflex 

T0; Pre‐test,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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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4-2. 실험군의 회전의자검사 결과 VOR의 비대칭성이 대조군보

다 감소할 것이다. 

8주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 VOR 비대칭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로써 부가설 4-2는 기각되었다. 군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 

대조군(χ²=8.248, p=.016)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Table 11. Comparison of VOR asymmetr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Variables Time 
Exp. (n=13) 

χ²/ p 
Cont. (n=11) 

χ²/ p Z p 
Mean ±SD Mean ±SD 

VOR 

asymmetry 

(%) 

T0 39.07±18.12 
15.17/ 

.002
*
 

34.87±23.40 
8.24/ 

.016
*
 

-1.28 .202 

T1 18.15±6.28 12.48±10.06 -2.089 .037
*
 

T2 10.71±3.72 9.95±6.59 -.420 .675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VOR; vestibular ocular reflex 

T0; Pre‐test,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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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4-3. 실험군의 동적자세검사 결과 SOT (Sensory Organazation 

Test) 점수의 합이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8주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 SOT 점수의 합은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로써 부가설 4-3은 지지되었다. 군 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

군, 대조군의 양군의 SOT 점수의 합은 군 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Comparison of composite of SO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Variables Time 
Exp. (n=16) 

χ²/ p 
Cont. (n=14) 

χ²/ p Z p 
Mean ±SD Mean ±SD 

Composite 

of SOT 

T0 54.31±20.00 

9.25/ 

.010
*
 

50.71±18.31 

22.97/ 

<.001
†
 

-0.541 .588 

T1 68.43±7.68 58.28±13.77 -2.442 .015
*
 

T2 73.00±6.68 61.71±19.28 -2.356 .018
*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OT; sensory organization test 

T0; Pre‐test,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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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4-4. 실험군의 동적자세검사 결과 SOT의 체성감각 분석비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8주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 체성감각 분석비의 값은 두 군간 차

이가 없었다. 이로써 부가설 4-4는 기각되었다. 군 내 변화를 분석한 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성감각 분석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13). 

 

Table 13. Comparison of somatosensory analysis ratio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OM; somatosensory 

T0; Pre‐test,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
p<.05

 

†p<.001
 

 

 

 

 

 

Variable Time 
Exp. (n=16) 

χ²/ p 
Cont. (n=14) 

χ²/ p Z p 
Mean ±SD Mean ±SD 

SOM 

analysis ratio 

(%) 

T0 88.45±9.70 
9.71/ 

.010
*
 

93.92±7.43 
24.04/ 

<.001
†
 

-1.452 .147 

T1 97.81±4.32 93.92±7.43 -1.632 .103 

T2 97.87±1.25 90.20±26.17 -0.296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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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4-5. 실험군의 동적자세검사 결과 SOT의 시각감각 분석비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8주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 시각감각 분석비는 실험군이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로써 부가설 4-5는 지지되었다. 군 내 변화

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시각감각 분석비는 통계적으로 경계성의 변화

가 있었으며 대조군은 군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4).  

 
Table 14. Comparison of vision analysis ratio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Variable Time 
Exp. (n=16) 

χ²/ p 
Cont. (n=14) 

χ²/ p Z p 
Mean ±SD Mean ±SD 

VIS 

analysis ratio 

(%) 

T0 58.84±27.57 

5.96/ 

.051 

59.48±23.88 

0.68/ 

.071 

-0.146 .884 

T1 15.91±20.39 56.40±21.46 -2.917 .004
*
 

T2 76.18±10.94 63.37±22.84 -1.998 .046
*
 

VIS; vision 

T0; Pre‐test,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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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4-6. 실험군의 동적자세검사 결과 SOT의 전정감각 분석비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8주 중재 후 전정감각 분석비는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부가설 4-6은 기각되었다. 군 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

험군과 대조군은 중재 전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Table 

15).  

 
Table 15. Comparison of vestibular analysis ratio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30) 

Variable Time 
Exp. (n=16) 

χ²/ p 
Cont. (n=14) 

χ²/ p Z p 
Mean ±SD Mean ±SD 

VEST 

Analysis ratio 

(%) 

T0 38.62±31.39 

5.00/ 

.082 

41.90±29.90 

733/ 

.693 

-.063 .950 

T1 55.63±11.55 47.88±21.82 -1.124 .261 

T2 62.12±11.82 52.82±20.93 -1.248 .212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VEST; vestibular 

T0; Pre‐test, T1; after 4weeks intervention, T2; after 8weeks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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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는 어지럼을 주 호소로 천안시내 일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거나 외래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총 8주간 자기효능증진 전

정재활운동 교육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교육내용은 Bandura (1997)의 자기 효능이론에 기반을 두었으며 전정재

활운동 이행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8주 중재 적용 후 운동 

자기효능감, 재활운동 이행, 전정기능(주관적, 객관적)을 평가하여 중재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에게 제공한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 운동 교육의 효과 

1)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이행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 결과 실험군의 운동 자기효능감은 대조군과 달리 4주 중재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8주까지 높은 효능감이 유지되었다(Table 7). 

실험군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증진 전략이 자기효능을 증진 시

킬 수 있다는 Bandura (1997)의 자기효능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실험

군에 대한 2주차 중재시 실험군 중 일부는 1주차시 교육한 이전 재활운

동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운동시 나타나는 어지럼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활 운동을 실천하기 어려워하였다. 이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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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심한 어지럼으로 인하여 교육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으며 이 후 

재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분명하지 못한 목적

과 부족한 수행정보로 낮아질 수 있다(Bandura, 1997). 따라서 4주, 8주 

후 실험군의 자기효능감 증가는 중재기간 동안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목

표를 재설정하고 언어적 설득을 통해 성취경험을 증가시킨 것이 효과적

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대조군의 경우 운동 자기효능감은 실험 

전이 가장 높았고(17.57점) 4주에 11.64점 8주에 8.42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낮은 효능감은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지속시키는데 어

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현화, 2007; 김상관 등, 2014; 

이현정과 최스미, 2014; Yardley et al., 2012) 실제 대조군은 재활운동 

이행 정도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식 재활운동과 같이 

높은 자기효능감이 요구되는 운동 치료의 경우 환자 스스로 운동을 실천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기효능전략은 운동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

다. 

본 연구결과 실험군의 재활운동이행 정도는 4주(평점 4.56), 8주 후

(4.56점) 대조군에 비해(4주 평점 2.17점, 8주 1.41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또한, 권고된 대로 하루 3번 30분 이상 운동을 시행한 경

우가 4주 8주 후 모두 80%이상으로 대조군의 경우(4주 후 14.3%, 8주

후 7.1%)보다 높아 실제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군의 운동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선행 연구결과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행 정도가 높아(김현화, 2007; 김상관 등, 2014; 

이현정과 최스미, 2014) 이러한 추측을 지지한다. 자기효능감의 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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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영향을 받아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97). 실험군은 외래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의료진과 

매주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8주 중재기간 동안 대조군에 비해 높은 운동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추가 분석결과 운동 자기효능감

은 운동 이행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p=.003) 실험군의 높은 

자기효능감이 재활운동이행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장시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요법의 경

우 이행증진을 위해 운동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주관적, 객관적 전정기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결과 실험군의 DHI-toal 점수 및 하부 영역별 점수는 4주에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8주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실험군에서 주관적 전정기능회복이 좀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

하였다(Table 9). DHI-total 및 하부 영역별 점수의 중재 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4주후에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8주 이후 

DHI-total 및 하부 영역별 점수의 감소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주 

차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기대 밖의 결과이나 급성 어지럼 이후 심

한 어지럼은 보통 수일 내에 사라지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4주차에는 

상대적으로 두군 모두 어지럼으로 인한 불편감을 낮게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어지럼이 남아 있는 4주 이후에는(VAS, 실험군 1.94점, 

대조군 3점) 매주 상담을 받으며 재활운동을 지속하였던 실험군이 대조

군에 비해 DHI-total 및 하부영역별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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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기능이 좀 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HI 점수의 유의한 감

소와 함께 어지럼의 감소도 차이가 있어(VAS, 실험군 1.94점, 대조군 3

점) 8주간의 중재가 대상자가 느끼는 어지럼의 감소에도 긍정적이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미있는 결과는 영역별 점수 중 감정적 

영역의 유의한 감소이다. 이는 전정재활 운동이 신체적, 기능적 영역의 

회복에 더 효과적이었던 선행 연구와(양진선, 2006; Murray et al, 2001)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자기효능증진 재활운동이 기존

의 재활운동과 달리 감정적 상태에 대한 수용을 포함한 자기효능 증진전

략과 함께 매주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재활운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일 것

으로 여겨진다. 선행 연구결과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들이 재활운동에 

좀 더 동기화되고 어지럼은 물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

은(Muller, Kriby & Yardley, 201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 회전의자검사를 통한 객관적 VOR 이득은 4주, 8주 후 실

험군과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VOR의 비대칭성은 8주 후 실험

군 대조군 모두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8주간 중재를 적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검사결과 VOR 이득이 두 군간 차이가 없는 것은 기대 밖의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첫째, 본 연구의 경우 대조군에게도 증

상 초기 1회 개별교육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교육의 효과가 실험군과의 

차이를 줄였을 수 있다. 그러나 대조군의 재활운동이행 정도는 4주 8주

간 모두 실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음으로 1회 개별교육의 효과는 크

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간 경과에 따른 전정기능의 자연적 회복에 의

한 것일 수도 있다. 대게 급성 전정신경염으로 인한 전정기능 저하는 수

일-수주에 걸쳐 회복하게 되며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거의 정상인

과 같은 평형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도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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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 대상자들이 4주 후 어지럼의 정도가 모두 유의하게 감

소한 것은 자연적 회복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전정재

활 운동 이외에 전정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개인의 신체 활동량이 영향

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대조군의 신체활동량에 대한 

평가가 없어 위 요인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추 후 연구에서는 중재기간 

동안 신체활동량을 조사하여 전정재활 운동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군의 중재 전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VOR의 이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4주 8주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득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전정기능이 회복 중 임을 

알 수 있었고 대조군은 0.01Hz의 이득이 4후에는 증가, 8주에는 오히려 

감소하여(Table, 10) 전정재활 운동이 VOR 이득 회복에 좀 더 효과적임

을 보여 주었다. 또한, 8주 뒤 실험군과 달리 대조군에서는 어지럼이 더 

악화된 경우가 2명 있었고 그 중 1명은 5주 후 재입원하여 전정기능저

하 환자를 위해 자연적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재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

고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를(McDonnell & Hillier, 2015)지지하였다. 

동적자세검사 결과 재활운동 8주 후 SOT 합과 시각 감각분석비는 실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들이 

실천한 재활운동 항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운동이행 항목 분석결과 

실제 실험군은 모든 운동 항목에서 이행 정도가 높았던 것과 달리 대조

군은 전정안반사를 자극하는 운동(부록, 전정재활 이행, 1~4번)만 시행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정척수 반사를 자극하는 평형과 보행운동, 눈을 

감고 뜨는 시각자극과 머리를 움직이는 전정자극을 결합하는 운동(부록 

전정재활 이행, 5~12번)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평점 1.88점). 이러한 

요인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SOT의 전체 합과 시각 감각분석비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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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정 감각분석비와 체성 감

각분석비는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성감각분석비

는 4주에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p=.018) 단기적

으로는 좀 더 효과적이었고 8주 후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정감각 분석비

의 경우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재 4주 8주 후 

실험군에서 중재 전에 비해 전정감각 회복이 더 잘되는 경향은 확인하였

다(Table, 15).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평형검사 항목이 개선 되지 

않고 특정 영역에서만 개선되는 것은 선행 연구(양진선, 2006; Murray 

et al, 2001)와 유사한 결과이다. 양진선(2006)은 이러한 이유를 전정기

능저하 후 적응을 위해 중추 전정전달 경로가 영향을 받을 때 각 환자들

마다 사용하는 특정 메커니즘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예상하였다. 추가적

으로 실험군의 DHI와 SOT 합 및 각 감각분석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DHI-F와 SOT의 합만이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p=.032). 반면 대조군에서는 DHI 합 및 모든 하부영역과 시각 감

각분석비, 체성 감각분석비, SOT-합이 아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고(All, p<.001) 전정 감각분석비는 DHI-E(p=.014), DHI-total(p=.035)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의 경우 기능적인 장

애만이 동적자세 SOT합이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 반면 대조군의 

경우 주관적 전정기능장애가 객관적 전정기능장애에도 미치는 영향이 컸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인은 대조군의 경우 주관적 장애가 실험군보다 

컸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의 중재가 객관적 전정기능의 회복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일측성 전정기능장애인 경우와 함께 양군에 양측성 전정

기능장애인 경우가 3명씩 포함되었다. VOR 이득의 비대칭성 분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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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성인 경우는 비대칭성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VOR이득 

및 SOT점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양측성 전정기능장애 

대상자는 제외하고 추가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양측 및 일측성 환자를 모두 포함 했던 경우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아마 양측성 환자들도 급성으로 어지럼이 심해져 병

원 방문시 어지럼 정도가 일측성과 비슷하여 일측성 전정기능 저하 환자

와 임상적으로 회복 양상이 유사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양측성, 

VAS-on set/8weeks; 8.65점/2.65점, 일측성, VAS-on set/8weeks; 

9.24점/2.17점).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말초성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을 8주 적용한 후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실험연구였다. 운동교육 내용은 기존의 전정재활운동 교육에 자기효능이

론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증진 전략이 대상자의 행

위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정기능(주관적, 객관적)회복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말초성 전정기능장애에 양측성, 일측성 환자를 모두 포함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양측성 환자는 실험군 대조군에 같은 수

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양측성 환자를 제외하고 일측성 환자만을 포함하

여 재분석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이 연구결과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재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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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조사

하고 분석 하였으므로 평가의 정확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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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말초성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전정재활운동이행

을 증진시켜 전정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운동 교육이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들의 자기

효능감과 재활운동 이행을 증진시켰으며 전정기능이 일부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환자들이 재활운동을 성실히 이행하여 

전정기능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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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

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

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

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

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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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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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하거나 알맞은 내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 현재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 )세 

① 20이상-35미만  ② 35이상-50미만  ③ 50이상-65미만 

3.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대졸 이상 

4.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5. 현재 직업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6. 귀하는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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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련 특성 

의무기록을 이용한 자료수집내용 

진단명                                                         

다음은 귀하의 어지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하거나 알맞은 내용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어지럼 발생 당시 본인이 느꼈던 어지럼 정도에 ‘∨’ 표시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어지럼 유병기간(일)  

2. 어지럼 발생빈도 회/주, 회/월, 회/년 

3. 전정 억제제(진정제, 안정제) 투약 여부 

① 없음   ② 있음 (있다면- 복용횟수 ) 

4. 어지럼으로 인한 낙상 경험 여부 

① 없음   ② 있음 (있다면- 횟수 ) 

5. 어지럼으로 인한 낙상 공포    ① 없음   ②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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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럼 척도 설문지 

이 설문지의 목적은 귀하가 전정기능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인한 증

상 때문에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항상”, “가끔”, “없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항상 가끔 없다 

P1 위를 쳐다보면 증상이 심해집니까? 4 2 0 

E2 증상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까? 
   

F3 증상 때문에 출장 또는 여행에 제한을 받습니까? 
   

P4 
슈퍼마켓이나 시장 통로를 걸어가면 증상이 

심해집니까?    

F5 
증상 때문에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F6 
증상 때문에 외식, 모임참석 등의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까?    

F7 증상 때문에 글 읽은 것이 어렵습니까? 
   

P8 
운동, 춤,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몸을 더 

움직여야만 하는 일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집니까?    

E9 
증상 때문에 당신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E10 
증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P11 머리를 빨리 움직이면 증상이 심해집니까? 
   

F12 증상 때문에 높은 곳을 피합니까? 
   

P13 잠자리에서 돌아누울 때 증상이 심해집니까? 
   

F14 증상 때문에 힘든 집안일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E15 
증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됩니까?    

F16 증상 때문에 혼자 산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P17 길을 따라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집니까? 
   

E18 증상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F19 
증상 때문에 어두운 밤에 집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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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Physical * E : Emotion * F : Function 

 

 

 

 

 

 

 

 

 

E20 증상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됩니까? 
   

E21 증상 때문에 스스로 장애가 있다고 느낍니까? 
   

E22 
증상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E23 증상 때문에 우울합니까? 
   

F24 
증상 때문에 직장 일이나 집안일에 지장을 

받습니까?    

P25 몸을 굽히면 증상이 심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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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자기 효능감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상태, 생각을 잘 표현하는 곳에 “𝑉”표 해주

십시오. 

순번 내 용 

 

정말 

그렇다 

5 

 

비교적 

그렇다 

4 

 

보통 

이다 

3 

 

비교적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1 
아무리 바빠도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다.     

 

2 
피곤할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다.     

 

3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다.     

 

4 
다른 곳에 머무를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다.     

 

5 
도움이 없어도 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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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재활 운동이행 정도 

※ 다음은 처방된 재활운동의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행한 정도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𝑉”표 해주십시오. 

순번 내 용 

 

아주 

잘 

하는 

편이다 

5 

 

하는 

편이다 

 

 

4 

 

보통 

이다 

 

 

3 

 

안 

하는 

편이다 

 

2 

 

전혀 

하고  

있지 

않다 

1 

1 

앉은 자세에서 눈을 뜨고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고 고개를 좌우 및 

상하로 돌리는 운동을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45도 

좌측으로 돌리고 정면의 목표물을 

주시하며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우측도 시행한다). 

    

 

3 

앉은 자세에서 눈을 감고 시선을 

정면 한곳에 고정한다고 상상한 후 

고개를 좌우 및 상하로 돌리는 

운동을 한다 

    

 

4 

앉은 자세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45도 좌측으로 돌리고 시선을 

고정한다 상상한 후 고개를 상하로 

움직인다(우측도 시행한다). 

    

 

5 

일어서서 눈을 뜨고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고 고개를 좌우 및 상하로 

돌리는 운동을 한다. 
    

 

6 

일어서서 고개를 45도 좌측으로 

돌리고 정면의 목표물을 주시하며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우측도 시행한다). 

    

 

7 

일어서서 눈을 감고 시선을 정면 

한 곳에 고정한다고 상상한 후 

고개를 좌우 및 상하로 돌리는 

운동을 한다 

    

 

8 

일어서서 눈을 감고 고개를 45도 

좌측으로 돌리고 시선을 고정한다 

상상한 후 고개를 상하로 

움직인다(우측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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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내 용 

 

아주 

잘 

하는 

편이다 

5 

 

하는 

편이다 

 

 

4 

 

보통 

이다 

 

 

3 

 

안 

하는 

편이다 

 

2 

 

전혀 

하고  

있지 

않다 

1 

9 

눈을 뜨고 목표를 주시하면서 

머리를 좌,우 및 상, 하로 돌리며 

걷는다 
    

 

10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 운동 및 

머리를 좌우 및 상, 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11 

눈 뜨고 머리 움직이는 동작을 

푹신한 요 또는 이불 위에서 

반복한다. 
    

 

12 

눈을 감고 머리 움직이는 동작을 

푹신한 요 또는 이불 위에서 

반복한다 
    

 

13 

일상생활능력 회복운동을 

실시한다(횡단보도 걸어보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 지난 한달 간 권고된 대로 1일 3회 하루 30분이상 재활 운동을 실천

하셨습니까?   ① 안 했다.     ② 시행 했다.  

 

• 시행하지 않았다면- 1일 평균시행횟수 회 /1일 평균 운동시간 분  

 

• 시행하지 않은 이유: 

 

• 현재 어지럼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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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기능 측정 검사-회전의자 검사(Rotation Chair Test) 

 

 

System 2000, Micromedical, Chatham, I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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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기능 측정 검사-동적자세검사, 동적자세검사의 6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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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ness of Self-efficacy promoting 

Vestibular Rehabilitation for Patients 

with Vestibular hypofunction 

 

Lee, Hyun J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Kwon, Smi, PhD., RN 

 

Peripheral vestibular hypofunction can occur as a result of vestibular neuritis. The 

dysfunction is characterized by complaints of dizziness, visual or gaze disturbances 

and balance impairment. Current management includes medication, exercise 

regimes, the latter known as vestibular rehabilitation (VR). VR known to be 

feasible and suitable to reduce dizziness in adult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self-efficacy promoting vestibular rehabilitation (VR) to increase 

adherence & recovery vestibular function. 

Randomized trials of adults diagnosed with symptomatic peripheral vestibular 

hypofunction. Comparisons sought were: Self-efficacy promoting VR versus 



 

- 93 - 

control (usual VR). Outcome measures that were considered included: exercise 

self-efficacy,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 adherence of VR & vestibular 

fun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Windows SPSS 21.0 program.  

Of 38 randomized participants, 30 (78.9%) completed all clinical measures at the 

endpoint, 8 weeks(experiment group 16, control group 14). At 8 weeks, scores on 

exercise self-efficacy( p<.001) , adherence of VR ( p<.001), DHI(p=.012), 

composite-sensory organization test (C-SOT)(p=.018) & vision analysis 

ratio(p=.046) in the experimental group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in the usual 

treat group. 

In conclusion, our results revealed that self-efficacy promoting VR more suitable 

to reduce DHI and improve adherence of VR & exercise self-efficacy than usual 

VR & helpful to compensate vestibular function. 

 

Keywords: vestibular-hypofunction, dizziness, vestibular rehabilitation, adherence, 

self-efficacy.  

Student Number: 2011-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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