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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떨림 환자에서 영상눈전위도를 이용한 눈떨림 파형 분석

Video-oculographic Analysis in Nystagmu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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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video-oculographic waveform analysis in nystagmus patients.
Methods: We carried out an observational case study in 18 patients (age, 7-32 years) with nystagmus who visited our clinic regularly 
for more than 1 year. Video-oculography (VOG) recording was performed (SLVNG®; SLMED, Seoul, Korea/3D Video-Oculography®; 
SMI, Teltow, Germany), and the velocity, peak velocity, and frequency of ocular movement were evaluated. The results of VOG 
analysis were compared to the diagnosis based on clinical examination and video recording.
Results: Eleven patients showed corresponding results, while the results differed between presumed diagnosis by VOG wave-
form analysis and clinical diagnosis in seven patients. Two of the discordant group showed additional waveforms that were not 
found on clinical examination. In addition, the number of inverse cases was two. The VOG waveform results corresponded to the 
diagnosis based on video recording in 16 patients. 
Conclusions: Video-oculography is useful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nystagmus patients as it is noninvasive, comfortable, 
and can be performed in patients with difficulties with electronystagmography, such as pediatric patients. In addition, its waveform 
analysis and quantification are reliable taking into consideration diagnosis based on clinical examination and video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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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운동이상 질환(사시, 안진, 외안근마비 등)이 있는 환

자들의 경우 눈운동이상을 확진하고 교정수술의 양을 결

정하는 데에 눈운동을 시간대별로 도식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러한 눈운동의 기록 방법에는 

전기안진도(electro-nystagmography, ENG), 공막탐색코일

시스템(scleral search coil system, SSCS), 영상눈전위도

(video-oculography, VOG), 각막반사 방법(corneal reflection 

method) 등이 있다.1-3 이 중 영상눈전위도는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안구의 영상을 분석하여(image analysis)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적외선 비디오카메라, 

적외선 발광원, 고글,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촬영

한 안구영상을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영상캡처보드를 통해 

컴퓨터로 입력하여 소프트웨어 영상 분석을 통해 안구움직

임 정도를 계산한다. 소프트웨어 영상 분석이 필요하므로 

빠른 컴퓨터 영상처리 속도가 요구되어 과거에는 널리 사

용되지 못하였으나 개인용 컴퓨터의 속도 증가로 최근 상

품화된 장비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4 
이에 저자들은 눈떨림 

환자에서 영상눈전위도로 눈떨림의 객관적 분석을 시행하

고 분석하여 검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1/jkos.2021.62.5.674&domain=pdf&date_stamp=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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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 image of eye movement tracing of case 1 by video-oculography (SLVNG®; SLMED, Seoul, Korea). The real-time 
video is running (A), the location of eye is recorded (B), the gradient of each point was analyzed as intensity (degree/seconds) (C). 

대상과 방법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안과 

외래를 방문하여 임상적으로 눈떨림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19명(6-32세)을 대상으

로 VOG (SLVNG®; SLMED, Seoul, Korea)를 시행하여 눈

떨림 저속기의 방향, 최고 속도, 주파수, 중화점을 분석하였

다(Fig. 1).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을 준수하여 본원 임상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2020-10-002). 이 중 추후 기술할 임상진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명을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1예: 진자형 

눈떨림이 한 눈을 가릴때 나타남), 이를 통해 얻은 파형을 

A) 된눈떨림-저속기 증속형, D) 된눈떨림-저속기 감속형, 

P) 시계추 눈떨림, N) 판별가능한 파형 관찰되지 않음으로 

분류하고 동일 환자에서 시간차를 두고 종류가 다른 파형

이 관찰될 경우 각각의 파형의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된

눈떨림-저속기 증속형과 된눈떨림-저속기 감속형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A+D). 혼합형은 최소 한 가지가 약 30% 이

상 혼재되어 있을 때는 혼합형이라 하였고, 이 미만인 경우

에는 A, D, P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5 이와 함께 동일한 임

상의(S.H.P)가 외래에서 눈운동을 관찰하고 임상 소견을 고

려하여 판단한 임상진단(된눈떨림-저속기 증속형 또는 진

자형 눈떨림이 의심되며 onset이 빠른 경우 선천 눈떨림, 

눈을 가리면 나타나거나 강도가 증가하면서 된눈떨림-저속

기 감속형이 의심되는 잠복 눈떨림, 규칙성이 없고 파형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의 VOG 검사 시 검사 기구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을 바탕으로 동일한 임상의(H.A.K)가 판단한 

파형을 같은 기준으로 세분하여 같은 환자에 대한 세 가지 

눈떨림 파형 분석의 연관성을 비교하였다. 동시에 눈떨림

의 발생 시기, 남녀 성비, 가족력, 시력, 두부 위치, 교대가

림검사를 통한 사시 유무 판별과 Worth 4 dot test 등 융합 

능력검사
5
를 시행하여 영향을 주는 진단 일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VOG 환자의 머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50 cm 전방의 

목표물을 주시하게 하여 제1안위에서 spontaneous, gaze, 

pursuit test 등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분석에는 spontaneous, 

gaze test를 이용하였으며, 30초간 최소 5회 이상의 연속적

인 박동이 있는 경우 유효한 파형으로 간주하였다.6 파형 

분석에 있어 오류의 교정과 정상 눈 움직임과의 감별은 같

은 기구를 이용하여 40세 이하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상 대

조값을 규명한 이전의 연구를 참고하였다.7 안진의 강도는 

일정한 파형이 반복될 경우 해당 강도를, 일정하지 않을 경

우에는 중간치를 택하였으며 중화점은 안진의 강도가 가장 

적어지는 위치로 선택하였는데 적어도 강도가 약 30% 이

상 줄어드는 경우를 중화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영

상눈전위도와 임상진단에 기준한 파형 분석의 일치도 비교

는 임상진단에서 예상되는 파형이 VOG에서 나타난 경우

(예: 잠복 눈떨림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된눈떨림-저속기 감

속형이 나타난 경우)를 일치, 예상되는 파형이 나타나지 않

은 경우를 불일치, 임상진단에서는 파형을 기술할 수 있었

으나 VOG에서 눈떨림으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파형이 나

타나지 않은 경우를 임상우위, 반대의 경우를 VOG우위로 

정의하였다. VOG와 녹화된 video의 파형 비교는 일치, 불

일치로 정의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병력 청취를 통해 발생 시기를 정하였고 

현성 및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실시하여 최대교정시력을 평

가하였다. 시력은 한천석 시력표를 이용한 원거리 시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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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ex/age 
(years)

Waveform analysis
Onset age

BCVA Head 
posture

Fusion Strabismus Concomitant disease
VOG Video Clinical OD OS

1 F/7 D D LN 1 month 0.25 0.2 N + 8XT 5RHT
2 F/21 D D LN 6 months 0.32 0.02 N + Ortho OU)FEVR
3 F/14 A A IN 1 year 0.125 0.16 N + 4ET OU)Cone-Rod dystrophy
4 M/8 D A IN Unknown 0.25 0.16 RFT + Ortho OU)Congenital cataract
5 M/17 N N LN Unknwon 0.5 0.05 LHT - 10LET 5LHT Mental Retardation
6 M/18 N N IN At birth 0.2 0.32 LFT + 5RXT 2LHT OU)Macular hypoplasia
7 M/7 N N N Unkown 0.8 0.8 N + Ortho
8 M/11 A A N 6 months 0.6 0.05 N - 30LXT OS)FEVR
9 M/21 A D LN 1 year 1.0 1.0 LFT + Ortho
10 F/9 P P N Birth 1 0.7 N + 15XT RHT OS)Juvenile cataract
11 F/32 A A LN 21 year 1 1 N + 8XT
12 F/21 P P IN+LN Unknown 0.2 0.3 RHT, RFT - 16RXT
13 F/14 D D IN 1 year 0.9 1.0 N + 16XT Arachnoid cyst
14 M/19 A+P A+P IN Unknown 0.5 0.5 N + Ortho
15 M/15 A+D+P A+D+P IN+LN 1 year 0.2 0.1 N + Ortho OU)Retinitis pigmentosa
16 M/18 A A IN 10 year 1.0 1.0 N + Ortho
17 F/9 P P N 1 year 0.02 0.02 N - 20XTT OU)Ocular Albinism
18 F/23 D D LN 1 year 0.5 0.3 N + 15LXT

VOG = video-oculography;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OD = oculus dexter; OS =oculus sinister; F = female; D = decelerating 
slow phase; LN = latent nystagmus; N = None; XT = exotropia; RHT = right head tilt; Ortho = orthophoria; FEVR = familial exudative 
vitreoretinopathy; A = accelerating slow phase; IN = infantile nystagmus; ET = estropia; M = male; RET = right face turn; LHT = left head 
tilt; LET = left esotropia; LHT = left hypertropia; LFT = left face turn; RXT = right exotropia; LXT = left exotropia; XTT = XT; P = 
Pendular movement. 

Table 1. Clinical findings of patients

Figure 2. Representative cases of video-oculography analysis. R
represents eye movement recorded when the patient looking to 
the right, L represents the waveform recorded when looking to
the left. Each eye movement recording was converted to auto-
matically calculated intensity (velocity of eye movement), and 
frequency, these numeric data were used to specify the waveform.
RBJ = right Beating Jerk; Rt. = right; Lt. = left; d/s = de-
gree/seconds.

사로 측정하였다. 두부 이상의 유무는 외래에서 임상의의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사시 양상은 프리즘교대가림검사로 

측정되었고, 융합 능력은 Worth 4 dot test와 Titmus test로 

검사하였다. 

결 과

대상이 된 18명의 성비는 같았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5.8 ± 6.7세(7-32세)였다. 눈떨림의 발병 및 발견 시기는 

평균 2.93 ± 6.0세(출생 시-21세)였으며 Case 11 (21세), 

Case 16 (10세)을 제외하면 평균 7.1 ± 5.3개월에 발병하였

다. 대상자의 시력은 평균 0.52 ± 0.35였으며, 비정상적인 

머리 위치는 전체 18명 중 5명에서 나타났다. 이 중 얼굴 

돌림이 3명, 머리 기울임이 1명, 얼굴 돌림과 머리 기울임

이 함께 있는 환자가 1명이었다. 영상눈전위도를 이용한 눈

떨림의 분석에서 파형은 A형 5명, D형 5명, P형 3명, 혼합

형이 2명, 파형을 특정 짓기 어려운 N형이 3명이었으며 임

상적으로 추정되는 진단은 선천 눈떨림 6명, 잠복 눈떨림 

6명, 둘의 혼합이 2명, 그 외 진단이 4명이었다(Table 1).

눈떨림의 강도는 크기(amplitude, degree)와 주파수

(frequency, Hz)를 곱한 값으로 이는 안구의 운동 속도와 

일치하여 degree/second 단위로 표시하였고, 평균 21.8 d/s 

(3.5-68.8)였다. 눈떨림의 강도, 주파수와 주시 방향에 따른 

VOG 파형의 분석한 대표 증례(Case 2, 4, 10, 16)를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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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aveform analysis Agreement among exams

Intensity (degree/second) Null zone (degree)
VOG Clinical VOG-clinical VOG-video

1 D LN A A 28.8
2 D LN A A 35.6
3 A IN A A 5.0
4 D IN N N 25.0 Lt 30
5 N LN N A 68.8 Rt 30
6 N IN N A 10.2 Rt 10
7 N N A A 6.8
8 A N A A 11.5
9 A LN N N 27.6 Rt 20
10 P N A A 7.0
11 A LN N A 42.5
12 P IN+LN N A 32.0 Lt 10
13 D IN N A 7.0 Lt 20
14 A+P IN A A 9.8
15 A+D+P IN+LN A A 8.2
16 A IN A A 30.1 Rt 20
17 P N A A 3.5
18 D LN A A 5.6

VOG = video-oculography; D = decelerating slow phase; LN = latent nystagmus; A = accelerating slow phase; IN = infantile nystagmus; 
N = disagreement; Lt = left; Rt = right; P = Pendular movement; A = agreement. 

Table 2. The analysis of nystagmus by VOG

에 제시하였다. 중화점은 7명에서 관찰되었는데 이 중 우측 

위치 4명, 좌측 위치 3명이었다. 두부 위치와 중화점의 위

치 관계에서 5명은 일치하였으나 증례 13, 16 등 2명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Table 1, 2).

사시 유무는 외사시 7명, 내사시 1명, 외사시+상사시 2명, 

내사시+상사시 1명, 정위 7명이었고 융합 능력은 14명에서 

융합이 가능했고 4명에서는 융합 능력이 없었다(Table 1). 

일치도는 VOG-임상검사가 일치하는 경우가 11예, 불일치 

7예(61%) VOG-Video 진단은 2예를 제외하고 일치하였다

(89%) (Table 2).

고 찰

일정한 기준이 있어 정량화하여 기록이 가능한 시력, 사

시각이나 기계로 계측한 측정값을 얻는 안압, 각막곡률 등

에 비해 눈떨림의 직접 관찰에 의한 정량적인 기록은 검사

자의 소양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눈떨림의 판단과 기록

을 위해 다양한 검사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ENG는 

피부 전극의 위치 및 부착 상태에 따라 전기저항이 변하여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직 눈운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상하안검거근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와 상하직

근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중복되어 구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 관찰 장비 없이 검사자가 눈으로 직접 관찰

하는 경우는 안구움직임을 기록하며 분석할 수 없고, 시고

정 억제가 충분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시고정이 이루어진

다는 점이 단점이다.4 영상눈전위도는 신호의 증폭을 위해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의미 없는 신호

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1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

한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나, 자료 처리만 디지털 방식

으로 하고 있을 뿐 인체에서 발생되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서 증폭시키는 장치 자체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8 또한 동공이 반 이상 가려지거나 안질환 등으

로 원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눈을 감은 경우, 홍채의 줄무

늬 등이 변형되어 영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고글의 움직임에 의해 안구위치의 기록에 변화

를 유발할 수 있고, 회전성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와 영상신호의 화면추출률(sampling rate)

을 높여야 하며, 카메라의 화면추출률의 한계로 안구의 단

속운동의 분석은 불가능하거나 높은 화면추출률을 갖는 고

가의 장비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눈전위도는 전기안진기와는 달

리 전극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기적 간섭 등에 의한 잡음

의 영향이 없고, 측정민감도를 0.1도까지 높일 수 있으며, 

회전성 운동을 측정할 수 있고, 안구움직임을 영상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관혈적이고 환자의 

불편감이 적어 소아 환자 등 객관적 검사가 어렵거나 전기

안진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저자들은 영상눈전위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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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임상의의 관찰, 그리고 영상눈전위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한 파형분석과 진단의 일치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상눈전위도와 임상 관찰에 의한 일치도는 61%로 나타

났고, 영상눈전위도와 녹화된 영상의 일치도는 약 89%로 

매우 높았으나 눈떨림의 강도가 낮거나 방향이 자주 바뀌

는 경우에는 영상눈전위도에서 분석할 만한 파형을 얻을 

수 없어 판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보였던 2례가 있었다. 

이 2례는 녹화된 영상과 임상 관찰에 의한 분석이 모두 일

치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서로 보완

한다면 검사자가 바뀌거나, 안진의 강도, 빈도 등에 의한 

기록 가변성을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파형분석과 양적 

기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에 따르면 영상눈전위도와 SSCS에 의한 분석을 같

은 환자군에 동시에 시행한 연구에서도 영상 높은 일치율

을 보였으며,9 5분 이상 장시간 기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Gabor가 제안한 단시간 푸리에 변환(short time Fourier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전체 파형의 규칙성을 찾아내

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유효했다는 보

고가 있다.10 저자들은 18명의 연구 대상자의 안진 기록값

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단시간 푸리에 변환을 시도하

였으나, 기록 시간이 30초 정도로 짧아 유의한 규칙성을 찾

아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또한 전기안진도 신호의 시운동

안진 파형을 자동으로 검출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검

사자의 역할을 최소화한 보고가 있어,11 영상눈전위도의 신

호 중 유의할 가능성이 높은 파형을 자동으로 검출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면 이 또한 기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현재 VOG는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임상의학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눈운동 특징을 분석한 보고,12 급성 뇌경색 환자에

서 침상 옆에서 환자의 집중도, 자세와 상관없이 안구운동

을 분석하여 중추신경질환과 말초신경질환을 감별하는 시

도,13 눈의 움직임을 이용해 마우스를 클릭하여 중증 사지마

비 환자의 전자기구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서 근육

전위도를 연계시켜 잡음과 오류를 감소시키는 시도
14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VOG를 이용, 상사근 근파

동을 진단하거나
15 안구편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연구

16 

가 보고되었다. 또한 영아 눈떨림, 황반저형성, 선천 백내장

을 가진 환아의 유전 분석을 위해 눈떨림의 유무와 특징을 

VOG를 이용하여 특정하여 나타냈으며,17 VOG를 이용하여 

안진이 있는지 자동으로 판별하는 모듈을 개발, 이를 원격

진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18
가 보고되었다. 주로 안진의 

유무 판단과 단일 증례에서의 이용 사례가 보고되었던 이

전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실제 안진 환자의 진료에서 

VOG를 이용하여 눈운동을 기록하였을 때 환자의 눈을 직

접 관찰한 경우보다 객관적이고 양적 비교가 가능하며, 반

복하여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실제 안

진의 파형분석을 통해 진단이 필요하거나, 경과 관찰 중 변

화가 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VOG를 이용하

여 수월한 검사와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40세 이하 안진이 

없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상 대조값을 규명한 기존 연구
7

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정상인과 구분되어 나타나는
 
안진 

환자의 특징적인 파형을 쉽게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sampling rate의 제한이 VOG 기록 정확성의 

가장 큰 제한점 중 하나였으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컴퓨

터 중앙처리장치 속도와 타과에서의 임상적 응용, 인공지

능의 발달과 더불어 눈떨림의 정량적 기록, 조금 더 나아가 

자동 판정, 타 환자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다루기 쉽고, 

비관혈적인 검사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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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눈떨림 환자에서 영상눈전위도를 이용한 눈떨림 파형 분석

목적: 눈떨림 환자에서 영상눈전위도(video-oculography, VOG)를 이용하여 눈떨림의 객관적 분석을 시행하고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눈떨림으로 진단받고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 18명(7-32세)을 대상으로 VOG (SLVNG®; SLMED, Seoul, 

Korea)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속기의 방향과 최고 속도, 주파수를 측정하여 임상진단, 녹화 영상을 통한 진단과 비교하였다.

결과: 11명의 환자에서 임상진단과 VOG를 이용한 추정진단이 일치하였으며, 7명의 환자에서 불일치하였다(61%). 불일치 중 VOG를 

통해 추가 파형을 알게 된 경우가 2명, 임상적으로 관찰이 어려워 특정 지을 수 없는 파형을 VOG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명, 반대의 

경우가 2명이었다. 녹화영상과 VOG를 통한 진단은 16명에서 일치하였고 2명에서 불일치하였다. 

결론: 눈떨림 환자에서 VOG는 비관혈적이고 환자의 불편감이 적어 소아 환자 등 객관적 검사가 어렵거나 전기안진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며, 녹화영상, 임상 진단과 연관 지어 활용 시 신뢰성 있는 파형분석과 양적 기록이 가능하여 경과 

관찰 및 진단,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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