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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 of the physical focused approach combined with modified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on upper limb movement, finger strength and upper limb function in hemiplegic
patients. Methods Ten stroke patient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nd randomly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n=5) and
the control group (n=5). All participants were evaluated upper limb movement, reach speed, finger strength, and upper
limb functions. The intervention was performed 3 times a week for 30 minutes a day for 4 weeks both of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Results In comparison between both of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upper limb movement (p>.05) when evaluated with the zebris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rol group (p<.05). In additionally, the finger strength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when evaluated by finger touch system in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p<.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rol group (p >.05),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groups in the upper limb function evaluated by the Manual Function Test (p >.05).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had the effect with stability of the proximal shoulder muscles, reducing the movement of
compensation from the shoulder movement during the upper limb movement and increasing the muscle strength of the
fingers. The control group was increased upper limb movement through continuous and repetitiv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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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의 손상과 연관된 편마비 증상을 호소
하는 환자는 85%로 이 중 69% 이상에서 상지기능의 손상을
1)
경험한다. 상지기능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식사하
기, 옷 입기, 개인위생, 글쓰기와 같은 섬세하며 조작적인 움
직임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바탕
이 되며 이처럼 직접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질 높은 움직임을
위한 기기, 걷기, 균형 유지, 보호반응과 같은 과제에서도 중
http:dx.doi.org/10.17817/2020.10.08.111585

요한 역할을 가진다.2)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상지 사용
의 어려움은 뇌졸중 환자가 생활에 필요한 손상측의 상지 움
직임 실패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의욕상실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스스로 일상생활활동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손상측 상지의 움직임 참여를 줄이고 비손상측
상지에 의존하여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려 하고 결과적으로
손상측 상지의 일상생활활동의 참여를 줄여 사용빈도를 감소
시킨다.3) 이처럼 손상 측 상지의 사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되고 점진적으로 상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
로 이어지는 현상을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이라 한다.4) 손상
측 상지의 비사용이 지속된 환자의 비손상측 사용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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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손상측 상지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유
도하여 손상 측 상지의 능동적이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수정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치료 방법을 강제유
도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라
5)
한다.
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CIMT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만 과도한 치료시간과 장시간 동안에 손
상측 사용으로 인한 부담감이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큰 제한적
6)
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에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수정된 강제유도치료(Modified-CIMT, mCIMT)가 고안
되었으며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한 mCIMT 또한 손상
측 상지기능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또한 많이 보고되고 있
7)
다. 하지만 기존의 mCIMT 연구들이 손상측의 과제의 반복
을 통한 치료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편마비 환자의 상지
재활을 위한 다른 치료의 적용은 미비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mCIMT의 손상측 상지치료로 신경발달치료법을 기반으로 한
신체중심치료 접근법을 제시하여 환자의 문제해결 접근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자세조절과 기능장애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와 가설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
른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임상추론 과정의 치료방법을 제시하
8)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이상 정적 앉기가 가능한 자
4) 손상 측 손의 수의적 움직임이 가능하여 브룬스트롬 회복
단계 3단계 이상인 자
2. 중재 방법
1) mCIMT
본 연구에서 두 군에 mCIMT를 적용하였으며 환자의 일과 중
가장 활동적인 5시간을 선택하여 비손상 측을 억제하였다.9)
억제 장갑은 가벼운 재질의 원단을 사용한 억제장갑을 제시하
였고 일상생활활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연구에 참여도를
높이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본 연구의 치료방법의 목적과 손상
측 사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중재 전 교육을 하였다.10)
2) 실험군

mCIMT을 병행한 손상측 상지 치료방법으로 환자의 자세 및
움직임을 분석하여 상지의 움직임에 제약이 되는 개별적인 문
제를 찾아 가설 및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적인 문제해결
을 제공하였다.11) 치료는 몸통 폄을 통한 안정성과 중심선 회
복으로 몸통의 자세조절력의 향상을 위한 몸통 치료,12) 어깨뼈
안정화와 어깨관절 주변 근육의 활성화를 위한 어깨치료, 손
내재근의 활성화와 근력 강화를 통한 손의 기능적 움직임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손 치료를 목표로 하였다.13) (Table 1)
Table 1. Experimental group of Intervention program
Treatment goals and Methods

1.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본 연구는 성남시에 위치한 B병원에 입원한 편마비환자를 대
상으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10명
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10명의 대상자는 블록 무작위 추출
을 통해 중재 방법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으로 나뉘
었다. 두 그룹의 중재는 기존의 정규치료시간 이외 시간에 진
행하며 4주 동안, 주 5회,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5시간에 비
손상측에 억제 장갑을 착용하고, 각 중재법에 따라 4주 동안
주 3회, 30분 동안 중재를 실시하였고, 중재는 신경계 환자
치료 경력 3년차 이상의 보바스 기본강좌를 이수한 작업치료
사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을 대상으로 중재 전과 후
에 평가를 진행하였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성인 편마비 환자로
의학적으로 연구 참여에 문제가 없는 자
2) 발병 기간이 18개월 이내인 자
3)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K) 24점 이상으로 인
지기능에 문제가 없고 연구자의 지시를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
3) 발병 후 낙상 경험이 없고 앉은 자세 균형 검사에서 1분

Trunk

- Pressing the middle trunk part of the promote
the extension of the trunk so that the trunk can
be erected by itself to induce trunk extension
- Re-aligning the scapular and surrounding muscles for stability of the trunk and restoration
of the midline of the trunk
- Activation of the contact ability hands and
the ground to improve the body's posture
control ability

- Selective strengthening of the muscles around the
scapular required to stabilize the shoulder joint
- Upper limb movement through muscle activaShoulder
tion by reaching the proximal shoulder muscles
- Facilitate shoulder stabilization by positioning
and maintaining the hand on the table.

Hand

- Induces selective muscle strength and activation
by activating the intrinsic muscle of the hand
- Provides functional movement stability of the
hand by activating the little finger abductor
muscle
- Activation of hand muscles through functional
grasping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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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조군

mCIMT을 병행한 손상측 상지 치료방법으로 환자의 기능적
과제들을 중심에 두고 제시되어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는 시도를 배우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14) 과제를 반복하는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과제 선정 방법은 캐나다작업수행측정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중재에서 환자중심의 과제를 선택하였
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을 통해 평소에 환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과제들을 중요도에 따라 10도 척도로 부여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중요한 과제이다.15) 본 연구에서는 중재 전 대조
군에게 COPM을 실시하여 중요도가 높은 상지움직임 과제를
선택하고 중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는 상지동작을 검사하기 위해 제브리스(Zebris
Medical Gmbh Cms10, Germany, ZMGC)검사 도구를 사
용하였다. 상지동작을 기능적인 삼차원의 면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측정 감지기와 장비 지지대, 능동 표식자, 부
착 스티커, 연결선으로 구성되어있다. 환자 상지에 부착이 된
능동 표식자에서 초음파신호를 보내면 측정감지기는 초음파의
신호를 인식하고 그 위치가 컴퓨터에 저장된다. 상지동작을
검사하기 위해 손상 측의 어깨돌기와 위팔뼈의 가쪽 위 관절
융기, 아래팔뼈의 자뼈 붓돌기에 능동 표식자를 부착하였다.
표식자의 위치정보로 상지동작인 팔꿈치관절, 어깨관절의 최
대각도와 어깨움직임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Figure 1-A).16)

환자의 손 뻗기 속도 검사는 손상 측 검지의 등 쪽, 검지의
손허리 손가락관절, 손목중간의 등 쪽에 부착하여 측정하였으
며 책상 위 목표물을 향해 손상 측 손을 뻗어 검지로 목표물
을 접촉한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였다(Figure
17)
1-B). 손가락 근력검사는 손가락 터치 시스템(Finger Touch
System, Seed Tech, Korea, FTS)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체 위에는 시각 보상을 줄이기 위하여 탈 부착이 가능한 상
판이 장착되어 있으며(Figure 1-C), 케이블을 연결 한 개인용
컴퓨터 화면에는 손가락 힘의 좌, 우 평형 유지 분석과 일정
힘의 도달시간 및 힘의 변화에 따른 힘의 추적분석이 출력된
다(Figure 1-D). 환자의 양 발은 지면에 잘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의자에 등을 떼고 바르게 앉도록 하며 측정 장비와 마주
본 상태에서 검지, 중지, 약지를 측정 장비 위에 올려두어 최
18)
대로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Figure 1-E). 상지기능검
사는 뇌졸중 상지기능검사(Manual Function Test, MFT)를
19)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ver.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환자의 일
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룹 내 중재 전·후 변화 비교를 위해 Wilcoxon’s
Signed-Ranks test 실시하였으며, 그룹 간 중재 후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 test 실시하였다. 중재 전에 두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모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으로 설정하였다(Table 2).

Figure 1. Test program and posture. (A) and (B) Upper limb movement evaluation posture, (C) FTS,
(D) Program of FTS, (E) FTS posture. FTS, Finger Tou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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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
Experimental group (N=5)

Control group (N=5)

z

p

EFMD

114.0±13.39

114.8±9.03

-.210

.834

EFSM

47.64±32.43

46.54±33.20

-.104

.917

SFMD

112.46±34.13

108.58±19.14

-.210

.834

SFSM

108.72±61.55

102.36±26.28

-.104

.917

RS

202.20±107.29

98.60±59.82

-1.567

.117

FS

2.31±1.24

1.21±0.45

-1.886

.057

MFT

14.60±3.78

13.00±2.91

-.213

.831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EFMD, Elbow Flexion Maximum Degree; EFSM, Elbow Flexion Shoulder Movement; SFMD, Shoulder Flexion
Maximum Degree; SFSM, Shoulder Flexion Maximum Degree; RS, Reaching Speed; FS, Finger Strength; MFT, Manual Function Test.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0명의 대상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5명의 실험군과 5명
의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성별, 발병 원인, 손상측,
평균 연령, 유병기간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5)
(Table 3).
2. 중재 전 · 후 두 그룹 내 상지동작 및 손 뻗기 속도, 손가락
근력과 상지 기능의 변화
중재 전·후 두 그룹 내의 상지동작에서 EFMD는 실험군의 경
우 중재 전 114.0±13.39, 중재 후 112±18.35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05), 대조군도 중재 전
114.8±9.03, 중재 후 117.4±11.4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EFSM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47.64±32.43, 중재 후 19.68±15.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05), 대조군도 중재 전 46.54±33.20
중재 후 53.36±43.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SFMD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112.46±
34.13, 중재 후 105.18±55.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5). 대조군은 중재 전108.58±19.14, 중
재 후 118.24±20.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SFSM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108.72±61.55, 중
재 후 58.52±46.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05), 대조군도 중재 전 102.36±26.28 중재 후
145.62±58.3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RS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202.20±107.29, 중재
후 209.60±102.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p>.05), 대조군도 중재 전 98.60±59.82, 중재 후
146.0±64.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FS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2.310±1.24, 중재 후
3.78±1.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perimental group (N=5)

Control group (N=5)

x²/z

p

Gender

Male
Female

4 (80.0%)
1 (20.0%)

4 (80.0%)
1 (20.0%)

.000

1.000

Lesion type

Hemorrhage
Infarction

3 (60.0%)
2 (40.0%)

2 (40.0%)
3 (60.0%)

.400

.527

Lesion side

Left
Right

4 (80.0%)
1 (20.0%)

1 (20.0%)
4 (80.0%)

3.600

.058

Age

30s
50s
60s
70s

1
1
2
1

1
2
1
1

(20.0%)
(40.0%)
(20.0%)
(20.0%)

-.323

.746

Duration
(Months)

1∼6
7∼12
13∼18

2 (40.0%)
1 (20.0%)
2 (40.0%)

-.332

.740

Variables

(20.0%)
(20.0%)
(40.0%)
(20.0%)

1 (20.0%)
2 (40.0%)
2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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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EFSM는 실험군이 19.68±15.44,
대조군은 53.36±43.22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5). SFMD는 실험군이 105.18±55.70, 대조
군은 118.24±20.93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5). SFSM는 실험군이 58.52±46.10, 대조군은
145.62±58.37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RS는 실험군이 209.60±102.95, 대조군은 146.0±64.93이었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FS는
실험군이 3.78±1.74, 대조군은 1.68±0.78이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MFT는 실험군이 15.0±2.24, 대
조군은 13.0±2.9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p>.05), 대조군도 중재 전 1.21±0.45, 중재 후 1.68±0.78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MFT는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14.60±3.78, 중재 후 15.0±2.2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05), 대조군도
중재 전 13.20±3.56, 중재 후 13.0±2.91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Table 4).
3. 중재 후 두 그룹 간 상지동작 및 손 뻗기 속도, 손가락 근
력과 상지 기능의 비교
중재 후 두 그룹 간의 비교에서 상지동작 EFMD는 실험군
112±18.35, 대조군 117.4±11.4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Table 4. Changes in upper limb movement and reach speed, finger strength and upper extremity function within the two
group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Group

Before test

After test

z

p

Experimental group

114.0±13.39

112±18.35

-.94

.341

Test

EFMD
EFSM
Upper limb
movement

SFMD
SFSM
RS

Finger strength

FS

Upper limb function

MFT

Control group

114.8±9.03

117.4±11.45

-.365

.715

Experimental group

47.64±32.43

19.68±15.44

-1.467

.142

Control group

46.54±33.20

53.36±43.22

-1.355

.893

Experimental group

112.46±34.13

105.18±55.70

-.132

.894

Control group

108.58±19.14

118.24±20.93

-2.024

.047*

Experimental group

108.72±61.55

58.52±46.10

-1.756

.086

Control group

102.36±26.28

145.62±58.37

-1.484

.137

Experimental group

202.20±107.29

209.60±102.95

-.133

.891

Control group

98.60±59.82

146.0±64.93

-1.754

.082

Experimental group

2.310±1.24

3.78±1.74

-1.753

.080

Control group

1.21±0.45

1.68±0.78

-1.753

.080

Experimental group

14.60±3.78

15.0±2.24

-1.00

.317

Control group

13.20±3.56

13.0±2.91

-.447

.655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EFMD, Elbow Flexion Maximum Degree; EFSM, Elbow Flexion Shoulder Movement; SFMD, Shoulder Flexion
Maximum Degree; SFSM, Shoulder Flexion Maximum Degree; RS, Reaching Speed; FS, Finger Strength; MFT, Manual Function Test.*p＜.05

Table 5. Comparison of upper limb movement and reach speed, finger strength and upper limb function among two
groups after intervention
Group Experimental group
(N=5)

Test

Control group (N=5)

z

p

EFMD

112.0±18.35

117.4±11.45

-.419

.690

EFSM

19.68±15.44

53.36±43.22

-1.358

.222

SFMD

105.18±55.70

118.24±20.93

-.104

.917

SFSM

58.52±46.10

145.62±58.37

-2.193

.032*

RS

209.60±102.95

146.0±64.93

-1.152

.310

Finger strength

FS

3.78±1.74

1.68±0.78

-2.193

.032*

Upper limb function

MFT

15.0±2.24

13.0±2.91

-.747

.548

Upper limb movement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EFMD, Elbow Flexion Maximum Degree; EFSM, Elbow Flexion Shoulder Movement; SFMD, Shoulder Flexion
Maximum Degree; SFSM, Shoulder Flexion Maximum Degree; RS, Reaching Speed; FS, Finger Strength; MFT, Manual Function Tes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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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raph comparison among groups after intervention
EFMD, Elbow Flexion Maximum Degree; EFSM, Elbow Flexion Shoulder Movement; SFMD, Shoulder Flexion Maximum Degree; SFSM, Shoulder
Flexion Maximum Degree; RS, Reaching Speed; FS, Finger Strength; MFT, Manual Function Test.*p＜.05

았다(p>.05)(Table 5)(Figure 2).

Ⅳ. 고 찰
뇌졸중 환자의 손상 측 상지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신경발달
치료법, 강제유도운동치료, 과제 지향적 접근, 거울 치료, 상
상 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상지 재활치료가 제시되고 있다.20)
그 중 강제유도운동치료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손상측
상지의 높은 치료효과를 시사하고 있으나 효과들이 상지의 반
복적인 사용 빈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지기능의 움직임
의 정확한 질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21) 그러나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상지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인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운동형상학적 분석을 이용한 질적 정
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
중 편마비 환자의 상지치료에 대한 중재로 실험군과 연구군의
각 중재가 상지동작, 손가락 근력, 상지기능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B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선정 조건에 만족한 10명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연구 기간 동안 실험군 5명과 연구군 5명으
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 나누고 4주 동안 주 5회, 일과 중 가
장 활동적인 5시간을 비손상 측에 억제장갑을 착용하며 입원

으로 인한 정규 치료시간을 제외하고 4주 동안 주 3회, 1회
30분의 추가 중재를 진행하였으며 중재 전·후에 평가를 진행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실험군의 상지동작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깨 몸쪽 근육의 안
정성에 영향을 주어 상지 굽힘 시에 어깨에서 움직임이 감소
되고23) 손가락의 근력이 증가되는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측하
는 연구결과를 얻었고, 또한 대조군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지의 과제 수행을 통하여 상지 동작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편마비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모두 고
려하는 것이 어려우며,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환자를
찾기 어려워 환자의 수가 적었기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충분
한 환자를 모집하여 중재 기간을 충분히 적용하고 편마비 환
자의 효율적인 상지움직임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치료
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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