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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aint-induce therapy(CIT) has been documented to improve motor function in the upper extremity of
people with hemiparesis. The exercise program uses the training technique shaping . Shaping involves
repetitive exercise that are progressed in small steps, where only positive feedback is given to the patients. It
involves 14 days of using a restraint on the unaffected arm after stroke for 90% of waking hours. In
conjunction with this, ten days of intensive exercise with the affected arm are undertaken for around six hour
daily. CIT produces great improvement of motor function with a period of 2 weeks, that the treatment effect
remains stable for many months after the end of therapy, and that it transfers into the everyday lives of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bout the principles of CIT charactieristic, techniques,
therapeutic effects-throughout referenc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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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건측 상지 제한 치료(Constraint Induced

I. 서 론

Therapy : CIT)이다(Morris 등 1997, Taub 등
1996, Taub 등 1994, Taub 등 1993).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뇌졸중 환자의 발생빈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는 만성 뇌졸중 환자들의

도는 증가하고 뇌졸중의 조기사망률은 점차 감소함에

마비측 상지의 새로운 치료로서 소개된 것이다

따라 예방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재활과 기능회복에

(Miltner 등 1999). 1970년대에 Edward Taub박사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강태도 등 , 1997

가 원숭이에게 편마비를 발병시킨 후 건측 팔의 고정

: 권희규 등, 1984 : 장기연 등, 1994). 따라서 생존

이 환측 팔의 기능을 크게 호전되었다. Pons 등

자들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재활치료에

(1991)의 광범위한 피질 재형성이 원숭이 상지 전체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뇌졸중과 같은 만성

의 체감각 구심연결을 차단한 후 나타났다고 하였다.

질환은 예후가 불확실하며 운동장애가 남는 경우가

Elbert 등 (1994)와 Yang 등 (1994)의 연구에서 인

대부분이다. 특히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재활치료

간에서도 같은 결과를 밝혀냈다는 실험결과에 착안하

의 경우 하지 쪽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

여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가 뇌졸중 환자에“학습

며, 집중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에

된 미사용”
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비측 상지의 기능향

게서 기능적인 장애는 남게된다. 이러한 기능의 장애

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Taub 등 1998, Blanton 등

는 일상생활동작(Activity of Daily Living : ADL)의

1999, Cramer 등 1997, Kunkel 등 1999, Sabari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김창완과 김세

등 2001, Levy 등 2001). Taub 등(1999)의 연구에

주, 1995). 특히 뇌졸중과 같은 뇌손상 환자의 일부는

서 건측 상지 제한 치료의 임상적 효과는 운동의 긍정

운동조절에 대한 신경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기

적 효과의 기록으로 설명되었고, 치료적 효과는 병상

능적으로 상지 기능이 향상되었다 할지라도 근력과

에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라고 사료된다. Levy 등

감각의 이상으로 환측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

(2001)은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향을 보인다(Schaechteu 등 2002). 즉, 마비가 발생

imaging)를 사용하여 건측 상지 제한 치료 후 운동 피

하게 되면 환자는 환측의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

질의 활동에 변화들을 보고하였고, Joachim 등

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게 되고 건측 상지만을 사용하

(2000)의 연구에서도 13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

여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려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

으로 건측 손을 2주간 고정하여 치료 전과 후를 비교

한 것을 “learned non-use : 학습된 미사용”
이라 한

한 결과 상지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다. 즉, 건측 상지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환측 상지의
사용기회는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환측 상지를 사용하
지 않는 문제로 인해 작업치료(Occupational

II. 본 문

Therapy), 근전도를 이용한 되먹이법(Electro
Myogram

feedback), 기능적 전기 자극법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등의 적극적인

건측 상지 제한 치료는 1970년대 E. Taub박사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원숭이들의 구심성신경로를 차단시켜 원숭이들로 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 만성 뇌졸중 환자

여금 상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연구에

의 환측 상지의 기능적인 사용기회를 증가시켜 기능

서 시작되었다. E. Taub박사는 원숭이 두 팔 모두의

을 향상시키고자 집중적으로 적용하게 된 치료법이

구심성 신경을 차단시킨 경우에는 차단 후에도 양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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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한 쪽 팔에서 구심성 신경

동으로 인해 뇌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뇌 가

을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된 쪽의 팔을 거의 사용하지

소성(Brain Plastycity)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러한 가

않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구심성 신경을 차단

설을 증명할 수 있는 몇몇 연구들에서는 뇌 손상 후 건

한 후 일정기간 동안은 근육의 운동성 마비가 오게 되

측 상지 제한 치료로 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fMRI를

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운동기능이 회복됨에 따

이용하여 기록함으로써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에

라 양측 모두를 차단시킨 경우에는 양측을 계속 사용

의해서 발생한 뇌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김연희

하게 되어 많은 부분 운동 기능이 회복되지만 한쪽 팔

(2002)의 연구에서는 5명의 뇌 손상 환자에게 건측

에서만 구심성 신경을 차단시키면 다른 건강한 팔을

상지 제한 치료(CIT)를 시행한 결과를 fMRI를 통해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운동 기

보고하고 있다. 5명의 환자 중 세 명은 좌측 1차 운동

능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마비 당시 근육의 운동 마

영역 피질에 손상 받은 우측 편 마비인데 그들 중 두

비만의 기억이 남아 있어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명은 중대뇌동맥의 경색이고 한 명은 외상성 뇌 손상

다. 이것은“learned non - use : 학습된 미사용”때

후 뇌 연화증이었다. 다른 두 명의 환자는 우측 중대뇌

문이며 이러한 기전이 뇌졸중 후 편마비를 경험하고

동맥의 경색과 우측 내낭(internal capsule)의 경색으

있는 환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편

로 좌측 편마비였다. 이들에게 화장실 가기

마비 환자들 역시 건측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게 됨

(toileting), 옷 입기(dressing), 목욕하기(bathing),

으로써 환측의 사용기회는 점차 감소되고 결국에는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활동 시를 제외하고

기능이 약화되어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기

는 특수하게 고안된 제한의복(슬링이나 스플린트)을

능적 약화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

착용하도록 지시한 후 2주 동안 강력한 상지훈련을 매

하여 개발된 치료법이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이

일 8시간씩 중재하였다. 운동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다. 건측 상지 제한 치료는 모든 일상생활들이 건측 상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 전과 후, 그리고 중재정지

지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측 상

2달 후에 측정하였다.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하였

지를 슬링(sling)이나 특수하게 고안한 스플린트

을 때는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었고 2달 후에도 장

(splint)를 이용하여 마치 운동성 마비가 된 듯이 구

기간 잔여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속, 움직임에 제한을 가하여 환측의 사용빈도를 높이

fMRI를 비교해보면 다섯 명의 환자 중 세 명의 환자

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에게서는 치료 전에 보이지 않았던 뇌의 활동들이 건

‘Shaping’
이다. Shaping은 1)환자 개인의 운동장애

측 상지 제한 치료(CIT) 후에는 반대측 운동영역에서

에 적합한 수행작업을 선택해 주고, 2)작업의 첫 시도

뚜렷한 활동이 보였다. 하나는 치료 전 상태에서 보였

에서 움직임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하면 연속적 움

던 동측의 운동영역피질과 감각운동 영역의 활동이

직임의 부분들을 환자가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증가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치료 전에 반대편 운동 영

3)일을 수행함에 있어 향상을 위해 말로써 지도를 해

역피질에 활동을 보이는 것에, 추가로 감각운동영역

주는 것이다(Taub 등 1999). 또한 원숭이의 실험에

의 활동이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 후에 보였다고

서도 나타났듯이 양쪽 팔의 구심성 신경을 차단시켰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뇌의 운동 네트워크(motor

을 경우 양측 팔을 계속 사용했던 것처럼 건측을 제한

network)의 재 조직화(reorganization), 즉 뇌의 가

시키면 양측 팔 모두를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성 변화를 신경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건측 상지 제한

임상적으로 확신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치료(CIT)의 가장 큰 의미는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운

덕(2003)등의 연구에서는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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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손 기능의 변화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성인

Arm(ARA) test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뇌졸중 편마비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치료사와 환자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편 마비 환자에게 건측 상지를

의 일대일 치료로 건측 상지를 고정하고 환측 상지의

제한하는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가 환측의 기능회

사용을 극대화하는 집중적 치료를 수행하게 하였다.

복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건측 상지 제

손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로는 상자와 블럭 검사

한 치료(CIT)의 또 한가지 장점은 약물치료 등과 같

(box & block test)와 9-hole pegboard test를 사용

이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수반되지 않으며 심각하게

하였고, 치료기간은 잠자기,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

고려해야할 위험 요소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 가기를 제외한 모든 생활을 환측으로 하도록 하였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과 분명한 뇌의 가소성

으며 오전 9시∼5시까지를 집중치료시간으로 점심시

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건측 상지 제한 치료를 적

간을 제외하고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포함한 치료

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들이 제기 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손 기능 측정은 3일에 한 번,

첫째, 치료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건측 상지 제

치료프로그램이 끝난 30분 후, 오후 5시 30분에 측정

한 치료(CI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측의 운동기능

하도록 하고 치료프로그램이 끝난 시간이후에도 환측

이 큰 물건을 쥐었다가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있

사용을 위해 대상자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치

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대 동작(gross motor)이 가능

료 결과 상자와 블럭(box & block test)의 측정값이

할 때 치료의 효과 또한 크다.

치료기간 후에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냈으며 9-hole

둘째,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제한점이다. 즉, 환

pegboard test 역시 시행기간이 감소함으로써 검사

자의 건측을 제한 시켜놓음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수행 능력의 향상을 보였다. 또한 김연희 등 (2004)의

느껴 지시대로 치료를 시행하기가 어렵고, 환자가 치

연구에서는 건측 상지 제한 치료(CIT) 2주전과 후의

료자체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병원 등 치료기

fMRI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모든 대상자에게서 상지

관에서도 효율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기능의 현저한 향상을 보였고 Bonifer과 Anderson

점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일시적인 독립적 일상생활

(2003)은 뇌졸중이후 15년이 지난 53세의 심각한 상

동작의 수행이 저하될 수 있다. 김덕용(2002)의 연구

지마비 환자에게 건측 상지 제한 치료를 3주간 실시하

에서는 건측 상지 제한 치료가 외래 통원 하에서 시행

여 Motor Activity Log(MAL)과 Graded Wolf

하였을 시 순응도가 매우 낮았던 반면 입원치료 시 순

Motor Function Test(GWMFT)와 Fugl-Meyer

응도가 높았으며 치료의 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Evaluation(FME)에서 치료후에 치료전보다 향상된

하고 있다.

점수를 보였다. GWMFT에서는 효과가 6개월간 지속

셋째, 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건측의 상

되었으며 FME도 실험 후 향상된 점수가 지속되었다.

지를 고정함으로써 균형잡기에 지장을 주게 될 수 있

Areerat 등 (2004)의 연구에서는 69명의 만성 뇌

으며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넘어지게 될 경우에

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33명은 건측 상지 제한 치료

는 손으로 잡지 못해 큰 부상을 당하게 될 가능성 또한

(CIT)를 실시하고 36명은 고전적 치료를 시행하여 2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하게 제작된 슬링 이나 스

주간 건측 상지 제한 치료군은 주당 5일동안 하루에 6

플린트, 특수하게 제작된 제한의복의 불편함, 외관상

시간씩 건측 상지를 제한한체 환측 상지 훈련을 행하

보기 싫다는 것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였고, 고전적 치료군은 건측 상지를 제한하지 않은 체
고전적 신경발달 치료를 받았다. 건측 상지 제한 치료
군이 고전적 치료군에 비해 Ac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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