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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중재가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대조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권재성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The Effect of Robotic Intervention on Upper Limb Function in Individuals with
Stroke: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ae-Sung Kwon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Objectives: The main symptom of stroke is upper limb function deficit. Robotic intervention has been applied to treat the paretic upper limb. Through
this meta-analysi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obotic intervention on upper limb function recovery of individuals with stroke. Methods: The analyzed
studies were identified through electronic search engines such as PubMed, CINAHL, MEDLINE for the last 5 years. The PEDro scale was used to rate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included studies. Meta-analysis is performed to analyze the sample siz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in selected studies.
Results: Ten randomized controlled trails were included for meta-analysis. PEDro scale was more than 6 points in all studies. Three hundred twenty subjects participated in included studies. In order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effect size of the robotic interventions, the outcomes of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upper limb function (ULF)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n consideration of heterogeneity of effect size, we used random effect model. Metaanalysis of 10 trials showed “small effect size”. The effect size of ULF was 0.288 and the effect size of ADL was 0.265. Conclusions: Robotic intervention
was not more effective than other dose-matching conventional therap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lect appropriate individual interventions reflect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with stroke and robotic interventions may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thods to conventional therapy.
Key words: Robotic intervention, Upper limb function, Stroke, Meta-analysis

서

론

뇌졸중 발병 후 상지기능 손상의 회복은 환자의 삶의 질과 독립적
인 일상생활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뇌졸중 재활에서

뇌졸중 환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는 상지기능의 손상으

중요한 치료적 영역이다[6]. 손상된 상지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로 발병 환자의 80% 수준에서 증상이 나타난다[1]. 특히 뇌졸중 발병

치료의 일관성과 강도가 중요하다[7]. 손상된 뇌신경의 가소성을 유발

후 1년 동안, 상지기능의 손상은 환자의 불안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낮

시키기 위하여 환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지를 움직여야 하는

아지게 만든다[2,3]. 기능적으로도 마비측 상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데, 이것을 실현하려면 일상에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지속적인 동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다[4,5].

기부여가 되어야 한다[8]. 전통적으로 높은 강도의 대표적인 상지 재활

Corresponding author: Jae-Sung Kwon

How to cite this article:
Kwon JS. The effect of robotic intervention on upper limb function in individuals with stroke: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 Health Info Stat 2018;43(1):46-53. Doi: https://doi.
org/10.21032/jhis.2018.43.1.46

298 Daesung-ro, Cheongwon-gu, Cheongju 28503, Korea
Tel: +82-43-229-7982, E-mail: kkoombo@cju.ac.kr
Received: January 19, 2018 Revised: February 7, 2018 Accepted: February 19, 2018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It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permit s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18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6

| http://www.e-jhis.org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Effect of Robotic Intervention in Stroke

훈련은 강제유도 운동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가 있
다[9]. 그러나 강제유도 운동치료는 환자의 불편감과 낙상과 같은 위험
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10].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강제유도 운동치료의 제한점을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s: 461 studies
PubMed (n= 90)
CINAHL (n= 100)
MEDLINE (n= 271)

보완하기 위하여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상지 재활 훈련이

∙ Duplicated study (n=168)
∙ Excluded by title (n=251)
∙ Excluded by abstract (n=18)

실시되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훈련은 반복을 통한 운동의 강도를 높
게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화
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거울 뉴런을 활성화하여 뇌

24 Studies
3 Studies excluded

의 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었다[11].

∙ Not English (n= 1)
∙ No full text (n= 2)

컴퓨터와 공학의 발전은 로봇 시스템을 뇌졸중 상지 재활치료에 적
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치료적으로 적용되는 로봇 기술은 다양한 환

21 Studies

경에서도 상지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의 규칙성과 강도를 일정하게 유

11 Studies excluded

지하도록 한다[12,13]. 그러나 뇌졸중 상지 재활에 적용된 로봇 중재 효
과의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전에 실시된 체계적 문헌연구에서

437 Studies excluded

10 Studies

∙ PEDro score < 6 (n=8)
∙ Insufficient data (n=3)

는 로봇을 활용한 재활 훈련이 비슷한 강도의 전통적인 뇌졸중 상지
재활 훈련과 비교하여 상지 운동 조절과 기능, 일상생활 활동 향상에

Figure 1. Research flow diagram.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14]. 그러나 다른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에
서는 로봇 상지 재활이 시간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된 전통적 치료와 비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효과크기가 작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5].

분석할 연구를 수집하기 위하여 최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또한 최근에는 로봇 중재의 형태와 환자의 특성, 중재 기간 등의 요인

동안 출판된 국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에 따라 효과성의 편차가 크다는 분석을 발표하였다[16]. 이와 같이 현

검색엔진은 PubMed와 CINAHL, MEDLINE을 사용하였다. 검색을 위

재 로봇 중재의 적용은 뇌졸중 상지 재활 현장에서 효과성에 대한 논

한 전략은 의학주제용어(medical subject heading, MeSH)와 주요 개념

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 핵심 단어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주제어와 전략은(robot OR robot-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전 문헌연구의 발표 시기와 기술의 발전

ic) AND (rehabilitation OR therapy OR intervention) AND upper AND

수준을 고려하여, 최근 5년 동안 뇌졸중 상지 재활에 적용된 로봇 중

stroke [MeSH]이었다. 수집된 연구는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선

재 기술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질적으로 잘 통제되고

정하였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

설계된 무작위대조연구를 선정하여 효과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정하였다. 검색 및 수집, 선정 과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로봇 중재가 뇌졸중 상지기능 회복에 미치
는 영향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대상 연구 선정 기준
분석을 위한 연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1) 무작위대조 임상실험연구,

연구 방법

(2)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연구가 아닌 로봇을 중재로 사용한 연
구, (3)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준을 표준화된 평가 도구로 측정

연구 설계

한 연구, (4) 주요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대상자 수를 제시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 재활에 적용된 로봇 중재에 대

(5) 사례연구, 단일실험연구, 종설, 체계적 문헌고찰이 아닌 실험연구,

한 연구 중 무작위대조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봇

(6) 약물이 적용되지 않은 연구, (7)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과

중재로는 다양한 로봇의 종류와 적용 방법 및 기간을 추출하였고 종

대조군의 동질성이 확보된 연구, (8) 영어로 출판된 연구와 같은 기준

속변인은 환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참여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을 적용하였다.

‘상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메타분석 방법
선정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PEDro scale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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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질적 평가는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실시하였고 일치하지

ha-Slide)’, ‘Bi-Manu-Track Robotic Arm Trainer’, ‘InMotion2 Shoulder-

않을 경우 토의를 통하여 최종 PEDro score를 산출하였다. PEDro

Elbow Robot’, ‘Myomo e100’, ‘MIT-MANUS/InMotion2’, ‘Modified

score는 총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3점 이하는 ‘나쁨’, 4-5점은 ‘보통’,

Hand Exoskeleton Robot’, ‘Robotic Therapy System-ReoGo’, ‘Arm-As-

6-8점은 ‘좋음’, 9-10점은 ‘매우 좋음’으로 분류된다[17]. 본 연구에서는

sist Robotic Trainer’들이 사용되었다. 중재 기간은 최소 3주 15회기에

6점 이상의 ‘좋음’과 ‘매우 좋음’으로 평가되는 연구만을 선정하여 분

서 최대 12주 60회기로 실시되었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영역에

석하였다.

서 상지 기능 평가 연구가 10편 중 10편이었고, 일상생활동작 평가 연
구는 10편 중 6편이었다. PEDro score에 따른 연구의 질적 수준을 보면

분석 연구의 일반적 특성

6점 연구가 1편, 7점 연구가 6편, 8점 연구가 3편이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무작위대조연구는 10편이었다.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이 163명, 대조군이 157명으로 총 인원은

계량적 메타분석 방법

320명이었다. 모든 대상자의 진단은 뇌졸중이었고, 대상자의 발병 후

분석 연구의 통합적 효과크기를 분석하고 통계적 동질성, 출판 편의

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급성기 연구가 5편, 1년 이상의 만성기 연구가 5

를 검정하기 위하여 Comprehensive Meta-Analysis 3.0 (Biostat, Engle-

편이었다. 상지 재활 중재에 사용된 로봇의 종류로는 ‘Haptic Knob

wood, NJ, USA)을 사용하였다. 효과크기의 통계적 동질성을 검정하기

Robot’, ‘Robot-assisted group therapy (Bi-Manu-Track, Reha-Digit, Re-

위하여 Q-value를 사용하였는데, Q-value의 p값이 0.1보다 크고 작음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Study
Ang et al. [18]
Hesse et al. [19]
Hsieh et al. [20]
McCabe et al. [21]

Page et al. [22]
Sale et al. [23]
Susanto el al. [24]
Takahashi et al. [25]
Tomic et al. [26]
Wu et al. [27]

Exp/
Con (n)

Onset duration
(D)

Age
(y, M±SD)

8
7
23
23
16
15
12
11

398.2±150.9
455.0±109.6
31.5±11.9a
31.5±9.8a
76.8±50.7b
66.3±33.3b
all≥365.0

8
8
26
27
9
10
30
26
13
13
18
17

1,341.0±1,152.0b
3,204.0±3,438.0b
all 30.0±7.0

51.1±6.3
58.0±19.3
71.4±15.5
69.7±16.6
49.3±10.9
52.9±10.4
21-49 (n=2)
21-49 (n=2)
50-81 (n=9)
50-81 (n=10)
59.0±12.9
58.5±9.5
67.7±14.2
67.7±14.2
50.7±9.0
55.1±10.6
65.2±10.9
64.6±11.5
56.5±7.4
58.3±5.2
52.2±12.2
54.2±9.8

492.0±174.0b
483.0±153.0b
47.8±7.0
46.9±8.1
35.3±9.7
37.3±7.7
698.4±461.1b
702.3±457.2b

Intervention

Time of
intervention

HKR+CR
SAT+CR
RAGT+IAT
double IAT
BRAT+TOA
TOA
ML+IMSER
ML

90 Ms, 3 Ss/W, 6 Ws

RTP with Myomo
RTP alone
IM2
CR
PA with MHER
PA alone
ST+RTS
ST+SGT
CR+AART
CR+CAT
BRAT
CAT

Outcome measure
(Classification)

PEDro
score

FMA (ULF)

7

ARAT (ULF), BBT (ULF),
FMA (ULF), BI (ADL)
90 Ms, 5 Ss/W, 4 Ws
BBT (ULF), FMA (ULF), SIS-HF (ULF),
FIM (ADL), SIS-ADL (ADL)
300 Ms, 5 Ss/W, 12 Ws AMAT, FMA (all ULF)

7

60 Ms, 3 Ss/W, 8 Ws

6

60 Ms, 5 Ss/W, 4 Ws

45 Ms, 5 Ss/W, 6 Ws

FMA (ULF), SIS-HF (ULF), SIS-ADL
(ADL)
FMA, MI (all ULF)

8
7

8

60 Ms, 3-5 Ss/W, 5 Ws ARAT, FMA, WMFT (all ULF)
(total 20 Ss)
80 Ms, 5 Ss/W, 6 Ws
FMA (ULF), MI (ULF), WMFT (ULF),
MAL (ADL), FIM (ADL)
60 Ms, 5 Ss/W, 3 Ws
FMA (ULF), WMFT ULF), BI (ADL)

7

80,Ms, 5 Ss/W, 4 Ws

7

WMFT (ULF), MAL (ADL)

8
7

M±SD, mean±standard deviation; AART, arm-assist robotic training;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AT, arm motor ability test; ARAT, action research arm
test; BBT, box and block test; BI, brthel index; BRAT, bi-banu-track robotic arm trainer; CAT, conventional arm training; Con, control group; CR, conventional
rehabilitation; D, days; Exp, experimental group;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MA, fugl-meyer assessment for upper extremity; HF, hand function; HKR, haptic knob robot; Hr(s), hour(s); IAT, individual arm therapy; IMSER, InMotion2 shoulder-elbow robot; IM2, MIT-MANUS/InMotion2; M, months;
MHER, modified hand exoskeleton robot; MI, motricity index; ML, motor learning; Ms, minutes; Myomo, Myomo e100; PA, purposeful activity; RAGT, robotassised group therapy; RTP, repititive task-specific practice; RTS, robotic therapy system; SAT, standard arm therapy; SGT, self-guided therapy; SIS, stroke
impact scale; Ss, sessions; ST, standard therapy; TOA, task-oriented approach; ULF, upper limb function; W(s), week(s); WMFT, wolf motor function test; Y,
year.
a
Convert week to day.
b
Convert month to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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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낮고 높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Q-

일하지 않고 효과 측정 방법과 측정치의 속성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

value 만으로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결정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한계가

서는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T2값이 0이므로 두 모형의

있으므로, 연구자가 분석 연구의 대상자 특성, 중재 방법, 변인 측정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Table 2).

속성 등을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 또는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여야
한다[28].

상지기능에 대한 로봇 중재 효과

분석 연구들의 통합적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연구의 참여 대

상지 로봇 중재가 상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의 대상자

상자 수,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또는 평균의 차이, 표준편차 또는 평

의 총합은 실험군이 163명 대조군이 157명이었다. 통합된 효과크기는

균 차이의 표준편차, p값 등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의 종속변인들은

0.288 (신뢰도 95%, 신뢰구간 0.067-0.510)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상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으로 분류하고 통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

(Figure 2).

하였다. 효과크기는 값이 0.4 미만일 경우 ‘작은 효과크기’, 0.4 이상 0.8
미만의 범주일 경우 ‘중간 효과크기’, 0.8 이상일 경우는 ‘큰 효과크기’
로 해석하였다[29]. 통합된 효과크기는 숲 그림(forest plot)으로 제시하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로봇 중재 효과

상지 로봇 중재가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의 총합은 실험군이 108명 대조군이 102명이

였다.
출판 편의 검정을 위해서 깔때기 점도표 법(funnel plot)과 Fail-Safe
Number값을 사용하였다. 깔때기 점도표 법에서 점들이 효과크기를

었다. 통합된 효과크기는 0.265 (신뢰도 95%, 신뢰구간 -0.007-0.538)로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Figure 3).

중심으로 대칭적이고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출판편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Fail-Safe Number값이 크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출판 편의 검정
상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효과크기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출판 편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30].

는 깔때기 점도표 법에서 각각 10개와 6개의 점들이 효과크기를 중심

연구 결과

으로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Fail-Safe Number값은
각각 10 (p < 0.05)과 6 (p < 0.05)으로 높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출판

계량적 메타분석 결과
통계적 동질성 검정

Table 2. Statistical heterogeneity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한 Q-value에서, 상지기능의 효과크기
에 대한 Q 4값은 5.464 (df = 9, p = 0.792), 일상생활동작의 효과크기에

Outcomes

Study (n)

T2

Q

df

p

10
6

0
0

5.464
2.737

9
5

0.792
0.740

대한 Q값은 2.737 (df=5, p = 0.740)로 제시되었다. Q-value에 근거하면

ULF
ADL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낮은 수준이나 연구 참여 대상자들의 특성이 동

ULF, upper limb function;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tudy na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d diff Standard
Variance
in means
error

Ang et al. [18]
Hesse et al. [19]
Hsieh et al. [20]
McCabe et al. [21]
Page et al. [22]
Sale et al. [23]
Susanto et al. [24]
Takahashi et al. [25]
Tomic et al. [26]
Wu et al. [27]
Total

0.541
0.239
0.205
0.188
0.332
0.249
0.442
0.100
1.153
0.098
0.288

0.527
0.296
0.361
0.419
0.505
0.276
0.466
0.268
0.425
0.338
0.113

0.278
0.088
0.130
0.175
0.255
0.076
0.217
0.072
0.180
0.115
0.013

Lower
limit

Upper
limit

-0.491
-0.341
-0.502
-0.633
-0.659
-0.291
-0.472
-0.426
0.321
-0.565
0.067

1.574
0.819
0.912
1.009
1.323
0.790
1.356
0.625
1.985
0.762
0.510

Std diff in means and 95% CI
Z-value p-value
1.027
0.807
0.567
0.449
0.657
0.904
0.948
0.371
2.716
0.291
2.552

0.304
0.420
0.570
0.654
0.511
0.366
0.343
0.710
0.007
0.771
0.011
-1.0

-1.5

0.0

0.5

1.0

Figure 2. Effect of robotic intervention on upper limb function.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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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na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d diff Standard
Variance
in means
error

Hesse et al. [19]
Hsieh et al. [20]
Page et al. [22]
Takahashi et al. [25]
Tomic et al. [26]
Wu et al. [27]
Total

0.548
0.067
0.672
0.079
0.424
0.088
0.265

0.300
0.360
0.514
0.268
0.397
0.338
0.139

0.090
0.129
0.264
0.072
0.157
0.114
0.019

Std diff in means and 95% CI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0.040
-0.638
-0.335
-0.447
-0.353
-0.575
-0.007

1.137
0.772
1.679
0.604
1.201
0.751
0.538

1.825
0.186
1.308
0.293
1.069
0.260
1.907

p-value
0.068
0.852
0.191
0.769
0.285
0.795
0.057
-1.0

-1.5

0.0

0.5

1.0

Figure 3. Effect of robotic intervention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CI, confidence interval.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Std diff in means
0.0

0.1

0.1

Standard error

Standard error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Std diff in means
0.0

0.2
0.3
0.4
0.5

0.3
0.4
0.5

0.6
-2.0

0.2

0.6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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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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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 diff in mean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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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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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5

Std diff in mean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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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unnel plots of outcomes. (A) Upper limb function outcomes; (B) Activities of daily living outcomes.

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Figure 4).

Mehrholz et al. [31]은 그들의 첫 번째 체계적 문헌연구에서 1950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의 상지 로봇 중재 연구를 분석한 결과, 로봇 중재가

고

찰

표준화된 상지 재활 또는 전통적인 집중치료에 비하여 상지의 운동조
절 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 동안 뇌졸중 상지 재활에 적용된 로봇

나 2년 후 추가로 연구된 문헌고찰에서는 로봇 중재의 효과성이 매우

중재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효과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로봇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중재 환

성을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특히 PEDro score 6점 이상의

경과 참여 대상자의 특성이 매우 달라져 효과크기의 편차가 커졌기 때

질적으로 잘 통제되고 설계된 무작위대조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

문으로 고찰하였다[16]. 본 연구에서도 상지 재활을 위한 로봇의 형태

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연구는 최종적으로 10편이었다. 각 연

가 대부분 달랐다. 같은 로봇 기종을 사용한 연구는 Bi-Manu-Track

구들의 독립변인인 로봇 중재의 형태에 따라서는, 분류되는 논문 편수

Robotic Arm Trainer가 2편[20,27], InMotion2가 2편[21,23]이었고, 나머

가 적어 따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종속변인은 뇌졸중 환자의 독립적인

지 연구에서는 모두 다른 기종의 로봇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지기능’과 그 결과인 ‘일상

자 또한 뇌졸중 환자로 진단은 동일하지만, 치료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생활동작’으로 분류하여 통합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있는 발병 후 기간은 3개월 이내가 5편, 1년 이상이 5편으로 달랐다. 상

분석 결과 ‘상지기능’에 대한 로봇 중재의 효과크기는 0.288로 작은

지기능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도 단순한 상지협응을 측정하는 도구에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효과크기 또한 0.265

서 상지기능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까지 다양하였

로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뇌졸중 상지 재

다. 이러한 상황은 로봇 중재가 상지기능 회복을 위하여 광범위한 환

활과 비교하여 우월한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군과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통계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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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ffect of Robotic Intervention in Stroke

다. 뇌졸중 재활 현장에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 및 기계 공학 기

Veerbeek et al. [32]은 체계적 메타분석에서는 로봇 중재가 다른 전통

술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러므

적인 중재에 비하여 그 효과성이 충분치 않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로 환자들의 기능 회복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

로봇 중재의 효과성이 낮은 원인을 중재의 특성에서 제시하였다. 즉 중

적인 중재 방법을 찾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재를 적용하는 치료사의 로봇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여부, 로봇의 설치

결

와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적용 및 설계, 적용하는 시기의 적절성 등 중재

론

의 설계가 치료적 효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문헌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본 메타분석의 목적은 최근 5년 동안의 뇌졸중 상지 재활에 적용된

자는 로봇 중재의 효과성이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하여, 중재의 규칙성

로봇 중재들을 조사하고 그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었

과 강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연구들

다. 로봇 중재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을 ‘상지기능’과

은 대부분 로봇 중재와 같은 시간과 강도의 다른 치료를 진행하였다.

‘일상생활동작’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통합적인 효과크기를 산출하였

이때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중재 시간에 운동의 규칙성과 강

다. 분석결과 ‘상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로봇 중재의 효과크

도를 로봇 중재가 다른 보편적인 치료보다 월등히 많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는 모두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뇌졸중 상지 재활에 있어서 로

가에 대한 문제이다. 로봇 외에도 환자의 움직임에 대한 반복과 지속적

봇 중재와 전통적인 치료를 동일한 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로봇 중재 치

인 강도를 유지하는 방법들은 많이 존재한다[11]. 그러므로 일상이 아

료의 효과가 더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 현장

닌 집중적인 치료 시간에 대한 효과를 비교할 때는 로봇 중재와 전통

에서는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적인 다른 중재의 차이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야 하고, 기존 상지 재활의 보완적인 측면으로 로봇 중재를 적용하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착용이 가능한 로봇 치료기의 적용을 통해

것이 적절할 것이다.

활동의 지속 시간을 늘리고 강도를 높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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