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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ta-analysis investigated the effects on arm motor impairment, arm motor function and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 for upper extremity

hemiparesis following stroke, based on Korean studies. A comprehensive search of the complet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 National

Library, and the Korean Medical Database to September 2011 was conducted. Eleven eligible controlled

clinical trials compared CIMT to a control group or an alternative treatment. All outcome measures of

arm motor impairment, arm motor function and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aspects were pooled for

calculating effect size. The overall effect size of CIMT was .700 (95% confidence interval=.482∼.918). The

CIMT programs showed large effect on the aspect of arm motor function and disability (the effect size is

.920) and the psychological aspect (the effect size is .946). The effect of CIMT on arm motor impairment

was moderate (the effect size is .588). These results show that CIMT may improve upper extremity

motor impairment, function and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aspects following stroke. However, these

results were based on a small number of studies, and not all of them were randomized control trials.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include larger well-designed trials to resolve these uncertainties.

[So-yeon Park, In-soo Shin. Meta-Analysis of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in Hemiplegic

Stroke Patient in Korea. Phys Ther Kor. 2012;19(2):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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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stroke)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발

생하는 국소 신경학적 기능부전으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Bonita 등, 2004; Langhorne 등,

2011). 뇌졸중 발생 후 80%는 생존 가능하지만 운동,

인지, 지각, 감각, 언어 기능에서 후유장애가 발생하며,

특히 뇌손상이 한쪽에 발생하면 병변 반대쪽의 상하지

와 체간 근육이 약화되는 편마비 증상이 발생되게 된

다. 편마비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에 있어서 하지기능은

상지기능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wakkel과 Kollen, 2007; Langhorne 등, 2011). 편마

비 환자는 대부분 보행기능은 회복되지만 상지기능은

30∼66%에서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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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생생활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Michael과

Shaughnessy, 2006; van der Lee 등, 1999).

뇌졸중 후 기능손상은 발병 2개월 이내에 주로 회복

되며 4∼5개월까지 꾸준히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Kwakkel 등, 1996). 발병 후 1년이 지나도 보행기능과

손기능의 회복이 지속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눈에

띄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발병 초기에는 신경학

적 기능이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기능

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마비 환자 중에는 손

상된 신경학적 기능이 회복되었지만 운동조절의 변화,

근력 약화와 감각이상으로 환측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

생활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환측만을 사용하는 양

상을 보일 수 있으며(Schaechter 등, 2002), 이렇게 환

측 상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학습된 비사

용(learned nonuse) 현상이 나타나 운동장애가 지속될

수 있다.

재활분야에서는 운동기능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치

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뇌졸중 재활과 관련하여 치료효

과를 검토한 문헌연구에 의하면 운동기능 회복을 위해

서는 양측 훈련(bilateral training), 건측억제-환측유도

운동(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

전기자극치료(electrical stimulation), 고강도치료

(high-intensity therapy), 반복적 과제훈련(repetitive

task training), 로봇치료(robotic therapy) 등에서 치료

효과 및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Langhorne 등, 2011; Liepert, 2010; Oujamaa 등,

2009). 일상생활동작 수행 정도는 상지기능 회복과 연

관성이 높으며, 상지기능 회복에는 팔의 기능보다는 마

비된 손 기능의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wakkel과 Kollen, 2007; Page 등, 2004). 특

히 CIMT는 비환측 상지를 고정하고 환측 상지를 움직

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지기능의 질적 및 양적 회복을

위해서 고안된 치료이다(Hakkennes와 Keating, 2005;

Zipp과 Winning, 2012).

CIMT는 초창기 적용 시에는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2주간 비환측 상지를 활동시간의 90%이상 고정하고,

환측 상지를 1일 6시간 활동하도록 적용하였으나, 이후

고정 시간, 활동 정도, 적용 기간 등을 초기모형에서 변

형한 수정된 CIMT(modified-CIMT; mCIMT)를 적용

하고 있다(Hakkennes와 Keating, 2005). 우리나라의 경

우, CIMT는 건측억제-환측유도운동, 건측억제유도운동,

건측상지운동제한치료, 강제유도운동치료, 건측상지고정

치료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으며, 성인영과 박준

민(1998년)이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연

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도 뇌졸중과 뇌성마비 편마비 환

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적용된 CIMT가 환자의 운동능력이나 기능

회복, 심리적 요인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과학

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가 없을 뿐 아니라, CIMT 적용

시 제한 유형이나 적용 효과를 검사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도구(outcome measure)가 소개되어 있지 않은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 중 편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CIMT 및 mCIMT 연구

를 대상으로 치료 적용시 평가한 측정도구들을 제시하

고 유사한 측정도구들을 세 영역(운동손상, 운동기능과

장애, 심리)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

구를 실시하였다. 즉, CIMT 적용시 전체 효과크기를

알아보고, CIMT의 범주형 변인(출판여부, 제한 유형,

측정도구의 세 영역 등)과 연속형 변인(대상자의 연령,

처치기간, 주당적용일(day), 1일적용시간)에 따른 CIMT

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CIMT와 관련된 국내 연구문헌 수집은 국회전자도서

관 검색엔진,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KSI)의 학회지 원문서비스(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의

검색엔진(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를 이용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

지 발표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제어는 ‘편마비’, ‘기능’,

‘억제’, ‘유도’, ‘치료’였다. 검색 결과(2011년 9월 10일

기준), 학위논문은 16편, 학술지 논문은 32편으로 총 48

편이 검색되었다. 학술지 및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수

는 표 1과 같다.

2. 분석대상연구의 특성과 자료코딩

이 연구에서는 검색된 총 48편의 연구에서 대조군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 단일사례연구, 동물대상연구, 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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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00 2001∼2005 2006∼2010 합계

학위논문 0 6 10 16

학술지 1 11 20 32

합계 1 17 30 48

표 1. 연도별 자료 수집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수

분석

대상논문

출판

유형

표본크기(명)
측정도구

적용기간

(주)

1주당

적용일

1일

적용시간
제한 유형

연구

설계실험군대조군

강지연

(2002)

학위

논문
20 20

운동손상(Jebson 손기능검사, 악력,

파악력, 근력, ROMa)

운동기능과 장애(MAL
b
)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2 - 6 sling CCT
c

김금순과

강지연

(2002)

학술지 20 20

운동기능과 장애(MAL, K-ADL,

K-IADL)

심리적 요인(SF-36
d
)

1 5 6 sling CCT

김금순과

강지연

(2003)

학술지 20 20

운동손상(Jebson 손기능검사, 악력,

파악력, ROM)

운동기능과 장애(MAL)

2 - 6 sling CCT

김지혁

(2002)

학위

논문
11 9 운동기능과 장애(MAL, AAUTe) 2 5 6

short arm

splint+sling
CCT

김덕용 등

(2003)
학술지 16 12

운동손상(MFT
f
, Jebson

손기능검사)
2 5 5 sling+glove CCT

손미옥

(2004)

학위

논문
13 11

운동손상(FMA
g
, BBT

h
, NHPT

i
,

Brunnstrom 단계, Jebson

손기능검사, 악력)

운동기능과 장애(FIM
j
, MAL)

1 5 6 - CCT

배정희

(2005)

학위

논문
17 15 운동손상(ROM) 1 5 7 sling CCT

김영미 등

(2005)
학술지 5 5

운동손상(Jebson 손기능검사,

ROM)

운동기능과 장애(FIM)

2 7 3 sling+glove -

신형수

(2006)

학위

논문
30 30

운동손상(Jebson 손기능검사,

ROM)

운동기능과 장애(MAL)

1 5 6 sling CCT

유광수와

배정희

(2006)

학술지 17 15 운동손상(ROM) 1 5 7 sling -

손미옥 등

(2007)
학술지 13 11

운동손상(FMA, Brunstrom 단계,

Jebson 손기능검사, 악력, BBT,

NHPT)

운동기능과 장애(FIM, MAL)

1 5 14
short arm

splint
-

a
Range of Motion,

b
Motor Activity Log,

c
Controlled Clinical Trials,

d
36-item Health Survey,

e
Actual Amount

Use Test, fManual Function Test, gFugl-Meyer Motor Assessment, hBox and Block Test, iNine Hole Peg

Test, j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표 2. 분석대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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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표준오차

11 .700 .482∼.918 .111
a연구물 수.

표 4. 랜덤효과 모형에 의한 효과크기 측정

Na Qb pc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표준오차

11 58.4 <.05 .653 .570∼.735 .042
a
연구물 수,

b
동질성 검정 통계량,

c
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표 3. 표본추출의 동질성 검정 결과

슨씨병 등 특정 질환의 효과를 제시한 연구를 제외한

총 11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결과 모든 논문은

성인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였다. 분석대

상인 연구 11편을 대상으로 출판 유형(학술지 게재 여

부), 표본의 크기, CIMT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측정도구, CIMT의 적용기간 및 시간, 제한 유

형, 연구설계 유형 등의 변수를 코딩하였다(표 2).

3. 표본 추출의 동질성 검정 및 효과크기의 계산

CIMT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도구 결과(outcome)를

비교하기 위한 효과크기를 계산하기 전에 결과의 분석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추

출의 동질성을 검정해 본 결과(표 3), 대상연구들의 효

과크기는 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Q=378.0 df=87, p<.0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상

개별연구들이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효과크기를 추

정한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해

서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측정하였으며(Cooper와

Hedges, 1994), 개별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매개변인 별

로 하위범주형 분석 및 메타회귀 분석을 통해 이질성의

원인 및 연구특성별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효과크기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를 이용한 ‘표준화된 평균변화차이(standardized mean

change difference)’로 계산하였다(Becker, 1988; Morris

와 DeShon, 2002).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효

과크기 0은 실험군의 평균과 대조군의 평균이 같다는

뜻으로, 양(＋)의 값은 실험군의 평균이 대조군의 평균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을

때는 실험의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0이라는 것

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Cohen(1988)의 기준에 의하여 .80이상일 때 효과

가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대상연구에서 88개의 효과크

기를 코딩하였으며, 독립성가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분석단위의 이동기법(shifting unit of analysis)을 적용

하여 전체효과크기를 계산할 때는 연구물(study)을 분

석단위로 하고, 하위그룹분석이나 메타회귀분석을 할

때에는 효과크기를 분석단위로 적용하였다(Cooper,

2010). CIMT 적용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CMA 2.0 프로그램(BiostatTM, NJ, USA)을 이용

하였으며, 연속변수에 대한 메타회귀분석은 박소연과

신인수(2011)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으로 SAS 9.0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1. CIMT 적용시 전체 효과크기

랜덤효과모형으로 CIMT를 적용한 결과의 효과크기

를 계산하였을 때 효과크기는 .700이었으며, 전체 효과

크기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482∼.918이었다(표 4).

효과크기는 .700으로 나타나 CIMT를 적용한 효과는 크

다고 해석할 수 있다(Cohen, 1988).

2. 랜덤효과모형을 활용한 범주형 변수별 분석

기존의 개별연구들에서 CIMT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

는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포함

하고 있는 주요 범주형 변수에 따라 효과크기를 분석

(categorical analysis)하였다. 범주형 분석은 개별연구

들의 이질성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1)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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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여부 Ka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표준오차

게재 35 .553 .329∼.777 .114

미게재(학위논문) 53 .807 .638∼.976 .086
a
효과크기 수.

표 5.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제한 유형 K
a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표준오차

sling+glove 4 .096 -1.418∼1.611 .773

short arm splint 10 .465 .051∼.879 .211

sling 60 .721 .565∼.878 .080

short arm splint+sling 4 1.500 1.001∼1.998 .254
a
효과크기 수.

표 6. 제한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측정유형 K
a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표준오차

운동손상 60 .588 .411∼.766 .091

운동기능과 장애 25 .920 .717∼1.123 .104

심리적 요인 3 .946 .575∼1.317 .189
a
효과크기 수.

표 7. CIMT 적용 후 측정도구 영역의 분류에 따른 효과크기의 비교

연속변수명 변수 기울기추정치 표준오차 t

나이 상수(y절편) 2.839 3.086 .92

회귀계수(나이) -.038 .053 -.72

적용기간(주) 상수(y절편) .479 .189 2.53*

회귀계수(처치기간) .090 .109 .83

1주당 상수(y절편) -.269 .520 -.52

적용일 회귀계수(주당적용일) .167 .096 1.74

1일 상수(y절편) .546 .223 2.44*

적용시간 회귀계수(주당적용시간) .011 .031 .37

*p<.05.

표 8. 메타회귀분석에 의한 연속변수와 CIMT 효과의 관계

지에 게재된 연구의 효과크기(.553)가 게재되지 않은 학

위논문의 효과크기(.807)보다 작게 나타났으며(표 5),

게재여부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2) CIMT 적용시 건측 상지의 제한 유형에따른효과크기

건측상지의 제한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해 본

결과, 짧은팔보조기(short arm splint)와 슬링(sling)을

함께 적용했을 때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고, 슬링과 벙어리장갑(glove)을 함께 적용했을 때 효과

크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두 경우 모두

효과크기의 수가 적고 표준오차도 크기 때문에 해석시

유의해야 한다(표 6). 슬링만 적용시 효과크기는 .721이

었고, 짧은팔보조기만 적용했을 때는 .465였으나 이때

역시 표준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CIMT 적용 후 측정도구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CIMT 적용 후 측정도구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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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석해 본 결과, 심리적 요인에서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비된 상지의 활동양과 상지활

동의 질을 운동기능과 장애 영역, 운동손상 영역(근력,

ROM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용감 또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포함한 심리적 요인의 효과크기 수

(대상연구의 수)가 적고 표준오차가 크므로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표 7).

3. 연속변수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결과

CIMT 개별연구에서 제시한 변수 중 대상군의 평균

나이, 적용기간(주), 1주당 적용일, 1일 적용시간의 연속

변수 증가에 따른 CIMT의 효과에 대하여 메타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8). 메타회귀분석 결과, 대상군의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처치효과가 감소되었으나, 적용기

간, 1주당 적용일수, 1일 적용시간이 증가할수록 프로그

램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이, 적용

기간, 1주당 적용일, 1일 적용시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Ⅳ. 고찰

뇌졸중 발병 후 대부분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며, 이

로 인한 상지기능 저하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이 어

렵게 되어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할 수 있다(Hakkennes

와 Keating, 2005). CIMT는 환측 기능이 저하된 편마

비 환자에게 환측팔 사용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적용하

는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건측팔을 고정시켜 환측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학습된 비사

용 증후군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van der Lee, 2003). 외국에서는 Wolf 등(1989) 연구에

서부터 CIMT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어 현재까지 많은 개별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메타

분석을 통하여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진행되고 있

다. 개별연구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메

타분석은 경제학 및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적

용되고 있지만,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특정 치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개별연구들을 종합

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체계적 고

찰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CIMT 적용 연구를 검색하고 분석하

여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CIMT 적용시 전체 효과크기는 .700으로 나타나

Cohen(1988)의 기준에 의거하여 비교적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효과는 운동손상, 운동기

능과 장애, 심리적 요인의 세 분류로 나누어 알아보았

다. 그 중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분류로는 심리

적 요인 영역으로, 그 효과크기는 .946으로 높은 효과크

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기능과 장애 영역에

는 운동성 활동기록 검사(Motor Activity Log; MAL),

실제 사용 정도 검사(Actual Amount Use Test;

AAUT)와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한국형 일상생활지표(K-ADL), 한

국형 도구적 일상지표(K-IADL)를 포함하였으며, 11개의

개별연구 중 8개 연구에서 운동기능과 장애를 평가하였

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는 MAL(효과크기의 수=18)

로 이었으며, 효과크기는 1.034로 나타나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AAUT의 효과크기도 1.405로 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에서 사용된 효과크

기의 수가 작고 표준오차가 크므로 그 결과를 단정 짓

기는 어렵다. MAL과 AAUT는 모두 환측팔의 사용량

(amount of use; AOU)과 움직임의 질(quality of

movement; QOM)을 모두 평가한 양적-질적 평가로 구

성되어 있다. 특히 MAL의 AOU와 QOM에 대한 평가

는 Sirtori 등(2009)의 CIMT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

구에서 19편의 대상연구 중 16편에서 결과를 제시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도 결과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효과크기를 보여, 환측 상지의 운동량과 질을 향상시키

는 효과를 입증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고 객관적

인 결과를 제시하는데 적절한 도구라 볼 수 있다

(Hakkennes와 Keating, 2005; Shi 등, 2011). 그러나 일

상생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FIM의 효

과크기 수와 효과크기는 각각 4와 .362로 환자의 일상

생활수행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Corbetta 등(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van

der Lee(2003)에 의하면 FIM 등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대한 평가는 환측손의 기능만이 아닌 양손 사용에 대한

것을 평가하므로 환측손에만 끼치는 영향을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운동손상 영역에는 Jebson 손기

능검사(Jebson Hand Function test), 악력(grip

strength), 파지력(pinch power)과 상지 Fugl-Meyer 검

사(Fugl-Myer Motor Assesment; FMA), Brunnstrom

단계(팔/손), Box and Block Test, 9 Hole 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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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NHPT), 관절가동범위(손목/팔꿈치/어깨) 측정을

포함하였다. 이 중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검사는 박소

연과 신인수(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분석했

을 때, 어깨신전 관절가동범위 측정으로 1.104의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된 Jebson

손기능검사와 NHPT는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실제

상지 운동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보다는 관절가동범

위를 측정한 변수에서 비교적 높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외국에서 발표한

Corbetta 등(2010), Shi 등(2011), Sirtori 등(2009)의 뇌

졸중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한 CIMT 효과를 비교한 논

문에서는 관절가동범위를 결과로 제시한 연구는 없었으

며,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강직으로 인하여 관절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신뢰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사료되므로 앞으로 CIMT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활용하거나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에 적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건측 상지를 제한하기 위한 고정유형을 알아본 결과,

표 2와 표 6에서 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슬

링만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으로는 비록 표준오차가 크기는 하

지만 짧은팔보조기(short arm splint)와 슬링(sling)을

함께 적용했을 때로 높은 효과크기(1.500)를 보여 건측

팔과 손목을 모두 제한한 경우에 CIMT 효과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슬링

과 벙어리장갑(glove)을 함께 적용했을 때 오히려 .096

으로 나타났고, 손만 제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Sitori 등(2009)의 연구에서는 팔과 손을 모두

제한했던 Myint 등(2008)의 연구에서는 효과의 차이가

없었고, 손만 제한한 Dahl 등(2008) 5개의 연구에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연구결과 모두 표준

오차나 신뢰구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호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앞으로의 건측 상지 고정유

형에 따른 과학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CIMT의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제시한 측정도

구(outcome measure) 유형을 살펴보면, Sirtori 등

(2009)은 19편(619명)을 대상으로 개별연구에서 제시한

측정결과를 일차적 결과(primary outcome)와 이차적

결과(secondary outcome)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일차

적 결과에는 장애(disa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FIM(5

편)과 Bathel Index(BI, 1편)를 사용하였고, 이차적 결

과로는 1) 상지운동기능(arm motor function) 평가를 위

해 Action Research Arm Test(ARAT, 9편), Wolf Motor

Function Test(WMFT, 6편), Emory Function Test(EMF,

1편), 2) 습득한 운동기능(perceived motor function; 사용

량과 질) 평가하기 위해 MAL(16편), 3) 상지운동손상

(arm motor impairment) 평가를 위해 Fugl-Meyer

motor assessment(FMA, 10편), Chedoke McMaster

Impairment Inventory(CMII, 1편), Jamar hand dyna-

mometer(1편), 최대 악력 측정(1편)을 사용하였고, 4)

손 조작능력(dexterity) 평가는 NHPT(1편), Grooved

Pegboard Test(GPT, 1편), 5) 삶의 질 평가는 Stroke

Impact Scale(3편)이었으며, CIMT 적용시 일차적 평가

와 이차적 평가에서 모두 중간정도의 유의한 효과는 있

었다고 기술했다. Corbetta 등(2010)은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CIMT와 mCIMT의 적용이 상지운동기능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18편의 무작위 임상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ails; RCTs)를 대상으로

메타분석하였다. 1) 장애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FIM

과 BI로 평가하였고, 2) 환측 상지운동기능은 ARAT,

WMFT, EMF, Motor Assessment Scale(MAS)로 평가

했다. 장애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상지운동기능(14편)에서는 표준화된 평균 차

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가 .44로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 등(2011) 역시 뇌

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mCIMT와 일반치료와의 효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13편의 무작위 임상대조군 연구를 대

상으로 1) 운동손상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FMA(9편),

2) 상지운동기능 평가는 ARAT(8편)와 WMFT(2편), 3)

보호자가 보고한 상지운동기능은 MAL(11편), 4) 일상

생활동작 수행 평가는 FIM(4편), BI(1편) 결과를 메타

분석하였을 때, mCIMT는 손상수준과 환측 상지기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환측 상지의 사용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akkennes와 Keating(2005)은 4편의

체계적 고찰연구와 14편의 RCT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하였을 때, 연구에서 제시한 ARA, FIM, FMA,

MAL, WMFT 중 ARA에서만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

은 대개 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들이 대부분이나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MAL과 AAUT, FMA 이외에는

편마비 환자의 상지 기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도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고 각 논문마다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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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시한 측정결과 분석시에는 치료효과를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van der Lee, 2003), 앞으로 CIMT

의 효과에 대한 개별연구 진행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결과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이, 적용 시간 등의 연속변수

에 대해 메타회귀분석하였을 때는 실험군의 평균 연령

이 높아질수록 처치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경학적 회복이 어렵기 때

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 CIMT의 적용기간

(weeks), 1주당 적용일(days), 1일 적용시간(hours)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는 기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적용시간을 줄이거나 기간을 변화하

여 적용한 mCIMT에 비해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90%이상 건측상지를 제한하는 CIMT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 등

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나이, CIMT 적용기간,

주당적용일, 일별적용시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효과크기의 수가 많지 않은 것

이 주요 이유라고 생각된다.

최근 의료분야에서는 다양한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

적 준거(gold standard)를 제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Gurusamy 등, 2009). 메타분석의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연구설계에 있어서는 무작위 임상대

조군을 대상으로, 가급적 다수의 논문과 표본수를 대상

으로, 가급적 체계적 오류(bias)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의학분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한 경우에 출판하기 쉬

운 출판오류(publication bias)가 나타나므로 메타분석시

출판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Corbetta

등,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 5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가 오히려 효과크기가

적었다. 분석대상인 개별연구 11편 모두 대조군은 있었

으나 논문 내에서 구체적으로 무작위할당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었다고 기술한 논문은 없었으며, 8편에서

는 편의에 따라 할당하였다고 표현하여 대조군이 있는

임상대조군 연구설계(controlled clinical trials)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적 준거를 제시하기에

는 미흡한 연구설계로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

라, 표본수가 적은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으로 결과

를 종합하였을 때는 체계적 오류가 나타나기 쉬운데

(Rerkasem과 Rothwell, 2010), 본 연구에서는 군당 표

본수가 10 이하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서, 출판오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본수가 적은 연구를 포함하였고

무작위 임상대조군 연구설계가 아닌 대조군이 있는 임

상대조군 연구설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과학적

준거를 제시하기에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

내에서 실시된 연구의 경우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하는 기능적 평가도구를 사용하기 보다는 재활치료 임

상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절가동범위와 악력

측정, 손기능검사를 주로 실시하여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선별하기 위하여 개별연구

에 대한 질적 평가를 도입하고 CIMT의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한 보편적 기능적 측정도구를 적용한 연구들을 대

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과학적 준거를 제시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Ⅴ. 결론

뇌졸중 편마비환자를 대상으로 CIMT 효과와 관련하

여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 11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하

였을 때, 전체 효과크기는 .700로 전반적으로 CIMT의

적용시 환자의 상지기능을 높이는데 효과가 비교적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요인 영역(효과크기;

.946)과 운동기능과 장애(효과크기; .920)를 평가하기 영

역에서는 높은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

동손상 영역(효과크기; .588)은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라서는 오히려

출판되지 않은 연구에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구에서 사용한 연속변수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을 때 평균연령이 높아질수록 처치효과는

감소하였지만, CIMT의 적용기간(주), 1주당 적용시간

(일), 1일 적용시간은 증가할수록 치료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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