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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effects of dual-hemisphere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dual 

tDCS) and modified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mCIMT) to improve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after stroke.

Methods : The study period was from August 2019 to November 2019, and included 24 patients who met the selection criteria.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dual tDCS and mCIMT, and sham dual tDCS and mCIMT group. Dual tDCS and mCIMT 

group performed mCIMT immediately after applying dual tDCS for 20 minutes, and sham dual tDCS and mCIMT group performed 

mCIMT immediately after applying sham tDCS for 20 minutes without turning on the power source. Total interventions were 

conducted 5 times per week for 4 weeks, and mCIMT was conducted for 30 minutes per session for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ugl–Meyer assessment (FMA) and Motor Activity Log scale (MAL)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4 weeks of 

intervention.

Results :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FMA, Amount of Use (AOU), and Quality of 

Movement (QOM) of MAL. When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as compared using ANCOVA,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greater improvement in FMA and AOU of MAL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 of improving upper limb function of stroke patients, dual tDCS could be applied 

to provide more effective treatment in the clinical setting.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in larger groups of stroke patients, 

including long-term follow-up, and multi-group comparis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odal tDCS and mCIMT, cathodal tDCS, 

and mCIMT groups to clarify the effects of dual tDCS. In addition, research is needed to establish a protocol for tDCS, and this 

evidence-based intervention protocol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clinical setting as an interventional method for various purposes.

Key Words : chronic stroke, dual-hemisphere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modified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group, upper extre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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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팔 기능 장애는 뇌졸중 이후 발생하는 운동 결함으로 

뇌졸중 환자의 30~60 %가 편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활

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뇌졸중 환자

들은 이러한 신경학적, 기능적 결함을 지닌 채로 장기간 

생존하게 되는데, 팔 기능 손상 환자의 약 33 %에서 66 

%는 발병 이후 6개월 이내에 약간의 회복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ercier 등, 2001). 

뇌졸중 환자들은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비

손상측 팔의 과도한 사용은 손상측 팔의 비사용을 촉진

시키며 운동량 감소를 이끌어 낸다(Smania 등, 2012). 이

러한 손상측 팔의 비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로서 비

손상측의 사용을 억제시키면서 손상측 팔의 기능적 과

제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하는 접근법인 강제유도운

동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가 있

다(Taub 등, 2006). CIMT는 깨어있는 시간의 90 % 동안 

비손상측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며, 하루 6시간의 반복적

이고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전의 많은 연

구에서 만성 뇌졸중 환자의 팔 기능을 향상시키는 CIMT

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Taub 등, 2006; Wolf 등, 2006). 

하지만 강도높은 훈련과 비손상측 억제로 야기되는 환

자의 부담감, 낙상위험 증가, 일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

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과 같은 임상 적용에 한 문제점

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

손상측 팔의 억제 시간과 손상측 팔의 훈련시간을 줄인 

수정된 강제유도 운동치료(modified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mCIMT)가 개발되었다(Levine & Page, 

2004; Page 등, 2008). 이전의 많은 연구를 통해 강도를 

줄인 mCIMT 역시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Brogårdh 등, 

2009; Dettmers 등, 2005; Fuzaro 등, 2012; Lin 등, 2009), 

뇌졸중 병변의 반 측(contralateral)과 동측(ipsilateral) 반

구 모두에서 뇌 겉질의 성질 변화를 촉진한다고 밝히

고 있다(Liepert 등, 2000; Nudo 등, 1996; Pascual-Leone 

등, 2005). 이러한 일차운동겉질의 가소성은 팔 운동 기

능의 개선에 특히 중요하다. 

뇌졸중 환자들의 운동장애는 손상 반구의 감소된 출

력과 비손상측 반구와 손상측 반구 사이의 뇌반구 간 

경쟁 모델(model of interhemispheric rivalry)에 따라 비손

상측 반구로 부터의 무조건적인 억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Nowak 등, 2009). 경두개 직류 전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은 비침습적 뇌 자극으로 

손상측 반구에 흥분성을 증가시키는 양극(anodal) 자극

과 비손상측 반구에 흥분성을 억제시키는 음극(cathodal) 

자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Nowak 등, 2009), 두피에 약

한 연속전류를 전달함으로써 신경세포를 탈분극

(cathodal) 시키거나 과분극(anodal) 자극시켜 뇌 겉질

의 흥분성을 변화시켜 기능 개선을 이끌어 낸다(Fregni 

& Pascual-Leone, 2007; Lindenberg 등, 2010). 

tDCS의 양극 자극의 효과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져 왔으나 음극 자극에서의 효과에 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하다(Giacobbe 등, 2013). 일반적으로 음극 자극은 양

극 자극의 반 쪽 뇌 반구의 눈확 위(supraorbital area)에 

부착되어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이용되는 경

우가 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음극 자극의 부착 부위

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뇌

신경 세포의 흥분을 증가시키는 양극 자극을 손상측 뇌 

반구의 일차운동영역(primary motor area, M1)에 부착하

고 부가적으로 흥분을 억제하는 음극 자극을 비손상측 

뇌 반구의 일차운동영역에 부착 시 손상측 뇌 반구의 활

성이 더 가중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Plow 등, 2013). 

이러한 결과는 한쪽 뇌가 지나치게 우세해 지면 다른쪽 

뇌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뇌 반구 간 억제 가설

(interhemispheric inhibition theory)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고 할 수 있다(O'Shea 등, 2014).

이를 근거로 두 개의 전극을 모두 사용하는 양 반구 

경두개 직류전류 자극(dual-hemisphere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dual tDCS)을 사용한 연구들이 이뤄지

고 있으며, Sehm 등(2013)은 dual tDCS가 일차운동겉질 

자극(primary motor cortex stimuli)의 뇌겉질 또는 뇌

반구 간 처리를 조절하는데 효과를 보이며 비손상측 반

구에서 뇌반구 간 억제를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또한, Takebayashi 등(2017)은 dual tDCS가 

운동 및 행동훈련과 결합되어 뇌겉질 흥분성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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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같은 재활치료와 결합할 때 가소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은 단지 양극(anodal) 자극만을 사

용하거나 음극(cathodal) 자극만을 사용하는 단일

(unilateral) 전극 tDCS 연구가 부분이며, dual tDCS에 

한 연구 또한 tDCS의 단일 효과만을 검증하거나

(Lindenberg 등, 2010; Nowak 등, 2009), dual tDCS와 함께 

사용되는 중재로써 mCIMT 비교하여 환자들의 수행에 

한 부담감이나 안정성 및 비용적 측면에서 임상 적용

에 제한점이 있는 CIMT(Bolognini 등, 2011; Takebayashi 

등, 2017)를 사용하거나 비용적, 공간적 제한을 가진 로

봇 치료(Mazzoleni 등, 2019) 등과의 결합 중재 효과를 알

아보는 연구가 부분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mCIMT

와 tDCS와의 결합 중재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기 때

문에 이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뇌졸중 환자의 팔 기능 

회복에 한 dual tDCS와 mCIMT의 결합 중재 효과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08년 11일부터 11월 05일 까지 W시 

Y 병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연구의 상자는 Y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24명의 만성 뇌졸중으

로 인한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상자 선정기준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0세에서 90세 

성인인 자, 만성 뇌졸중(>180 days from stroke onset)인 

자이며, 양측 반구 또는 뇌줄기 부위의 경색 또는 출혈

인 자, 손허리손가락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s)과 손

가락뼈사이관절(interphalangeal joints)의 자발적 폄 동작

이 각각 10˚ 이하, 20˚ 이하인 자, 균형유지 또는 걷기

에서 심각한 손상이 있는 자, 인지 손상이 의심되는 자

(MMSE-K 24점 이하), 실행증이 있는 자, 뇌졸중 이외에 

다른 통제되지 않는 건강상태 또는 심각한 말기 질환이 

존재하는 자,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가락 부위의 심

각한 강직이 있는 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에 한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상자에 한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참여

자는 실험 및 결과의 사용에 해 통보 받았으며, 연구

에 포함시키는데 공식적으로 동의한 서면 진술서에 서

명하도록 요청받았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일 맹검 무작위 위약 조군, 전·후 비교 

설계(single blinded, randomized, sham controlled, pre-post 

design)이다. 선정된 연구 상자들은 dual tDCS와 

mCIMT 그룹과 sham mCIMT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었

다. 무작위 추출은 중재가 시작되기 전 순차적으로 번호

가 매겨진 봉인된 불투명한 봉투를 선택하게 함으로 진

행되었다. 중재와 평가의 진행은 연구자와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4명의 작업치료사 총 5명이 참여하였

다. 이중 연구자를 포함한 2명은 연구 상자들이 중재를 

수행하는데 참여하였고, 3명은 중재 전·후로 두 그룹의 

환자들을 평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은 

dual tDCS 프로토콜에 해 알 수 없도록 맹검을 실시하

였다. 평가는 병원 작업치료실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상자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를 상으로 중재 전·

후, 48시간 이내,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중재

실험군은 dual tDCS를 20분간 적용한 직후 mCIMT를 

실시하였으며, 조군은 전류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로 

20분간 sham tDCS를 적용한 직후 mCIMT를 실시하였다. 

총 중재 기간은 4주간 주 5회 실시하였으며, mCIMT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회기 당 30분씩 진행되었다. 연구

가 진행되는 4주간 모든 연구 상자는 하루 2회, 운동치

료, 작업치료, 언어치료(해당자에 한해)와 같은 일반 전

통적인 재활치료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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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ual tDCS

tDCS 세션은 환자들이 목 지지 와 팔걸이가 있는 편

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dual tDCS

를 위한 사용된 장비는 The Brain Driver v2.1 tDCS(The 

Brain Driver v2.1, The Brain Driver, USA)로서 휴 가 간

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극 부착 부위는 양전극은 

손상측 일차운동겉질(point C3 or C4 according to the 10–
20 system), 음전극은 비손상측 일차운동겉질(point C4 or 

C3 according to the 10–20 system)에 각각 부착되었으며, 

자극 프로토콜은 20분 동안 1 ㎃ 세기의 정전류(constant 

current)를 적용하였다(Giacobbe 등, 2013; Nitsche & 

Paulus, 2000).  

2) mCIMT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는 mCIMT를 실시하는 

총 4주, 주 5일간 깨어있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씻고 식

사하는 시간과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을 제

외하고 하루 5시간 동안 장갑(mitt)을 사용하여 비손상측 

팔의 손목과 손의 움직임을 제한하였다. 손상측 팔에 

한 반복적 집중훈련 프로그램은 이전의 연구를 참고하

여 선정하였으며(Kim 등, 2016), 고무공 바구니에 담기, 

플라스틱 병 옮기기, 페그 보드 담기, 카드 뒤집기, 콩 줍

기, stacking cone 쌓기, 책장 넘기기, 동전 넣기 등 8가지 

과제로 구성하였다. 손상측 팔 훈련 프로그램은 등받이

가 있는 의자에서 앉아 실시하였으며,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 발목관절을 약 90 °로 굽힘시킨 편안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양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경우 발판 위에 양

발을 올리게 하여 실시하였다. 

4. 실험 도구

1) 간이 정신 상태 검사-한국판(mini mental status 

exam-korean; MMSE-K)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의 인지 손상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MMSE-K를 사용하였다. MMSE는 Folstein 

등(197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89년 한글판으로 번안

되어 표준화되었다. MMSE-K는 뇌졸중을 포함한 뇌 손

상 환자들의 인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

고 있으며, 검사자 간 신뢰도는 0.99로 높다(Park & 

Kwon, 1989). 30점 만점 중 24점 미만은 인지 손상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4점 이상을 상자로 

선정하였다.

2) Fugle-Meyer Assessment(FMA)

본 연구에서는 팔의 운동기능 회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FMA를 사용하였다. Bruunstrom 회복의 6단계를 근

거로 개발되었으며, 점수 척도는 수행하지 못할 경우 0

점, 부분적으로 수행할 경우 1점, 완전하게 수행할 경우 

2점으로, 0~2점의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부 항목

으로는 팔 기능, 다리 기능, 균형, 감각, 관절운동범위, 

통증의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팔 기능 영역 33문항(총점 66점)만을 사용하였다

(Fugl-Meyer 등, 1975; Gladstone 등, 2002). 팔 운동 기능 

항목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r=.97~.99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94~,99, 급간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r=.97로 높게 나타났다(Page 등, 2012). 

3) Motor Activity Log(MAL)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활동 시 손상측 팔의 사용빈

도와 질의 회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CIMT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로 실제 일상생활에서 손

상측 팔을 얼마나 사용 하는지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

는 도구이다(Taub 등, 1993). 구성 항목은 팔을 사용하는 

30가지의 다양한 일상생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

자나 보호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결

과 측정은 얼마나 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지를 나타내

는 팔의 사용량(amount of use; AOU)과 질적 평가를 나

타내는 움직임의 질(quality of movement; QOM)로 나뉜

다. 점수는 항목 당 0~5점의 6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내

적일치도는 Cronbach‘s α= .81~.87 이며,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r=.91로 높게 나타났다(Uswatte 등, 2005).

4. 분석 방법

모든 데이터는 SPSS 21.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범주형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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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sher’s exact test, 서열 척도는 unpaired t test를 사용

하여 기초선에 한 그룹 간 차이를 평가하였다. 치료군

과 조군 간의 치료 효과는 FMA 점수와 MAL의 AOU

와 QOM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으로 평가되었으며,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각 군 내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

험군에 한 효과 크기 지수 η2로 계산되었다. 데이터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α

=.05로 정의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중재 전 FMA와 MAL

의 AOU, QOM의 기초선 값에 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2. 그룹 내간 FMA, MAL 점수 변화

실험군과 조군 모두 FMA와 MAL의 AOU, QOM에

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Table 2). ANCOVA를 통해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조군 보다 

FMA(p<.001, η2=.42), MAL의 AOU(p<.001, η2=.44)에서 

더 큰 개선을 나타냈다(Table 2).

Classification Experimental group (n=12) Control group (n=12) p

Gender
Male 7 7

1.00
Female 5 5

Age (years) 57.91 ± 8.08a 60.25 ± 7.04 .67

Stroke type
Infarction 7 5

.31
Hemorrhage 5 7

Affected side 
Right 7 7

1.00
Left 5 5

Time from stroke onset (months) 12.66 ± 3.84 12.08 ± 2.74 .97

MMSE-K (scores) 29.16 ± 0.71 29.33 ± 0.65 .63

Brunnstrum stage
Shoulder 4.75 ± 0.62 4.41 ± 0.51 .24

Hand 4.66 ± 0.65 4.41 ± 0.51 .41

Upper extremity score via FMA 43 ± 3.38 42.25± 2.62 .63

AOU score via MAL 1.18 ± 0.14 1.3 ± 0.26 .24

QOM score via MAL 1.46 ± 0.25 1.51 ± 0.28 .97

amean±SD, AOU; amount of use, FMA; fugl-meyer assessment, MAL; motor activity log, QOM; quality of movement

Table 1. Pati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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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measure Experimental group (n=12) Control group (n=12)
Difference 

p η2 

FMA

Baseline 43 ± 3.38 42.25 ± 2.62

0.001* 0.42Post intervention 48.33 ± 2.6 45.33 ± 3.28

Improvement 5.33 ± 1.66 (.00)‡ 3.08 ± 1.31 (.00)‡

MAL (AOU)

Baseline 1.18 ± 0.14 1.3 ± 0.26

0.001* 0.44Post intervention 2.2 ±0.18 1.95 ±0.25

Improvement 1.05 ± 0.14 (.00)‡ 0.65 ± 0.26 (.00)‡

MAL 

(QOM)

Baseline 1.46 ± 0.25 1.51 ± 0.28

.05 .17Post intervention 2.5 ± 0.13 2.42 ±0.27

Improvement 1.06 ± 0.18 (.00)‡ 0.91 ± 0.15 (.00)‡

AOU; amount of use, FMA; Fugl-Meyer Assessment, MAL; Motor Activity Log, QOM; quality of movement, *Between-group 
comparison on the change in score from pre to post intervention, †p<0.01 and ‡p<0.001 for within groups change from baseline to 
post-treatment

Table 2. Comparison of changes in FMA, MAL within group and between group 

Ⅳ. 고 찰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mCIMT 이전 

치료로 dual tDCS를 적용한 그룹과 mCIMT 만 수행한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손상측 팔의 운동기능 회복에 

한 효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FMA와 

MAL에 의해 평가된 결과, mCIMT의 이전 치료로 사용

된 dual tDCS는 mCIMT에 의해 발생된 운동기능의 개선 

효과를 증가시켰다. 

tDCS는 뇌 운동겉질의 활성화 유발하는 비침습적 

자극으로 임상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뇌 자극 방법이다(Nitsche 등, 2003). tDCS를 통한 

전기 자극이 신경학적 분극 작용을 직접적으로 유발하

지는 않지만, NMDA 수용체(NMDA receptor)활성화, 장

기 강화(long term potentiation; LTP)와 장기 저하(long 

term depression; LTD)의 변화를 유발하여 손상 또는 비

손상측 뇌반구의 활성화를 조절하게 된다(Nitsche 등, 

2003; Paulus, 2003). 

tDCS는 양극(anodal) 자극과 음극(cathodal) 자극으로 

나뉘게 되는데 양극 자극은 손상 측 뇌반구의 국소 뇌 

혈류량의 증가와 흥분성을 증가시켜 손상된 운동겉질 

활동의 상향 조절을 강화시키게 되며, 음극 자극은 비손

상측 뇌반구의 국소 뇌 혈류량의 감소와 흥분성 감소

를 통해 운동겉질 활동의 하향 조절을 강화시키게 된다

(Schlaug & Renga, 2008). 뇌졸중 환자의 편측 뇌 손상으

로 인해 뇌들보경유 억제(transcallosal inhibition) 균형이 

깨어지면서 비손상측 운동 겉질의 과흥분성을 야기하게 

되는데(Liepert 등. 2000), 이러한 tDCS의 조절 기전을 바

탕으로 한 운동겉질의 적절한 분극 균형은 비정상적인 

반구 간 경쟁(abnormal interhemispheric competition)을 억

제하여 운동기능 개선을 이끌어낸다(Bolognini 등, 2011). 

본 연구에서 dual tDCS와 함께 사용된 mCIMT는 회복

을 위한 뇌의 신경가소성 변화를 유도하는 재활훈련으

로, 그 효과 발현에 한 신경기전은 비손상측 팔의 제

한과 손상측 팔의 집중적인 과제훈련을 통해 비손상측 

뇌반구의 겉질 활성도를 감소시키고, 손상측 뇌반구

의 겉질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tDCS의 회복기전과 비슷

하여(Bolognini 등, 2011; Liepert, 2000), 두 중재를 결합

하여 사용하는 것은 운동 신경망(neural network)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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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재 효과를 강화하여 임상적 효과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Bolognini 등, 2011). Ateia 등(2017)은 40명의 뇌

졸중 환자를 상으로 각 20명 씩, dual tDCS와 CIMT 그

룹과 CIMT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dual tDCS와 

CIMT를 실시한 그룹이 CIMT만 단독으로 실시한 그룹

보다 팔 기능과 손상측 반구의 운동겉질의 활성화 개선

에 보다 효과적임을 보고하였고, Bolognini 등(2011)의 연

구에서는 dual tDCS와 CIMT를 같이 실시한 그룹이 

CIMT만 실시한 그룹보다 더 큰 손 기능과 근력 개선을 

보였으며, 더불어 전반적인 팔 기능의 향상과 운동겉질

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도 dual tDCS와 mCIMT를 실시한 실험군과 mCIMT만 

실시한 조군 모두 집단 내 유의한 개선을 보였고, 실

험군은 조군보다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

급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며, dual tDCS가 

mCIMT의 효과를 강화시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뉴런은 전기신호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두 뉴런 

사이에 신호 전달이 빠를수록 연관이 높은 뉴런이라고 

판단해 시냅스의 연결을 강화시키게 되는데(Nitsche와 

Paulus, 2000), 본 연구 결과와 같이 mCIMT에 관여하는 

운동겉질 영역에 한 dual tDCS의 동시적용에 의해 가

소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냅스 전(presynaptic) 

및 시냅스 후(postsynaptic) 요소가 동시에 활성화될 때 

시냅스 효능(synaptic efficacy)의 강화가 발생한다

(Stollberg, 1995)는 Hebbian principle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FMA와 MAL의 AOU에서는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MAL의 QOM에서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QOM에서 그룹 간 차이

의 효과크기(η2)는 0.17로 큰 효과(large effect)를 나타냈

다. Cohen에 따르면, η2로 평가된 효과크기는 η2<0.01

에 해 작은 효과(small effect), 0.01<η2<0.06에 한 중

간 효과(medium effect) 및 η2>0.14에 한 큰 효과(large 

effect)로 보고되고 있다(Cohen, 2005). MAL의 QOM 점

수의 p값이 0.05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η2 값은 이 차이가 dual tDCS와 mCIMT의 결

합 중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불일치는 통계 오류(type II error)

로 설명될 수가 있으며, 표본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계분

석에서의 불충분한 검정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Lang 등(2008)은 뇌졸중 환자의 

MAL의 QOM 점수의 최소 임상적 중요도 차이(minimum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CID)를 1.00~1.10점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MAL의 QOM 점수의 

MCID는 실험군에서 1.06, 조군에서 0.91로 조군에

서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이는 QOM에서 그룹 간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군에

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개선이 있었다는 결론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상에서의 중재 효과 촉진을 위한 효율성

과 유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mCIMT 프로토콜은 기존의 CIMT의 강도높

은 훈련 스케줄을 수정하여 국내 임상 환경에서 시행되

고 있는 30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임상적용이 용이

하며, tDCS 또한 휴 성이 높아 이동이 간편하고 통증이

나 불편감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임상에서 재

활훈련 수행 전에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환자들의 팔 기능 개선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dual tDCS와 더불어 mCIMT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 번째로 연구 상자의 수가 적

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후연구를 통해 많은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하여 장기 추적을 포함한 연구

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는 조군으로 mCIMT 그룹만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dual tDCS의 효과의 명확한 입증을 위해서 양극 자극과 

mCIMT, 음극 자극과 mCIMT 그룹의 설정을 통한 다중

그룹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뇌

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dual tDCS는 mCIMT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훈련과 동반

하여 사용될 수 있고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아직은 적용 부위와 명확한 기전이 확립되지 않았고 특

히 음극의 사용에 따른 효과가 불명확한 현실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dual tDCS의 명확한 프로토콜 확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근거 기반의 중재 프로토

콜을 통해 임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

재법으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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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dual tDCS와 mCIMT의 결합 중재가 뇌졸중 

환자들의 팔 기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이다. 2019년 08년 11일부터 11월 05일 까지 W시 Y 병

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연구의 상자는 강원도 Y 재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편마비가 있는 

뇌졸중 환자 24명을 상으로 하였다. 상자는 실험군

과 조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실험군은 dual 

tDCS를 20분간 적용한 직후 mCIMT를 실시하였으며, 

조군은 전류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로 20분간 sham 

tDCS를 적용한 직후 mCIMT를 실시하였다. 총 중재 기

간은 4주간 주 5회 실시하였으며, mCIMT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회기 당 30분씩 진행되었다. 중재 효과에 

한 결과측정은 FMA와 MA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중재 후 dual tDCS와 mCIMT를 결합하여 진행

한 실험군은 FMA와 MAL의 AOU, QOM에서 sham dual 

tDCS와 mCIMT를 실시한 조군보다 유의한 개선을 보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환자들의 팔 기능 

개선에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 dual tDCS를 적용한 작

업 중재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

후 연구에서는 dual tDCS의 효과에 한 일반화를 위해 

많은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다중그룹 비교 연구가 필

요하며, 특히, 음극 자극의 확실한 효과 검증을 통해 

dual tDCS의 명확한 프로토콜 확립을 위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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