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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n recovery of wrist extensor muscle and hand function in 

combination with wrist extensor immobilization splint and hand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Methods 51 subjects who met 

the selection criteria were randomized into three groups which in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with splint group(IMFS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group(IMFG) and general occupation therapy group(GOTG). three groups conducted the 

appropriate approach five times a week for 30 minutes each for four weeks. In addition, IMFSG applied wrist splints for 

90 minutes per day. We evaluated muscle activity of the wrist extensor muscle and hand functio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Results Changes in the activity of wrist extensor muscle in group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FSG (p<0.01). The change of MFT in all group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IMFSG (p<0.01) and IMFG (p<0.05). But changes in FMA in group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groups (p<0.05). Conclusion this study was to evaluate a recovery on 

wrist extensor and hand function with splint and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unctional wrist position through wrist extensor immobilization splint and hand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resulted in a 

positive recovery of h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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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발생

한 뇌혈관 질환이다.
1)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신체 

마비로 인한 운동기능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편마비 환자

들은 대략 69% 이상이 상지 및 손의 기능적인 운동장애를 경

험하게 된다.
2)
 일상생활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것은 상지 기능이며, 특히 식사하기, 옷 입기, 씻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손 기능

이 필수적이다.
3)
 따라서 상지와 손의 기능장애를 동반한 뇌졸

중 환자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가 감소하여 삶의 질이 

저하된다.
4,5)

 손의 기능적인 활동은 내재근과 외재근의 균형으

로써 이루어지고, 내재근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은 섬세한 물

체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6,7)

 또한 손목은 손과 팔을 연결하

는 부분으로써 물체를 조작하는 손 동작에 영향을 주는데 특

히 손목 폄근은 잡기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손목의 

기능적인 자세에 도움을 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손목의 가동 

안정화에 영향을 주어 손의 기능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뇌졸중으로 인한 상지 손상 환자는 손목의 가동 안정성 저

하와 손 내재근의 약화로 손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보상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9,10)

 또한 보상적인 손 사용 패턴은 

손 기능과 손 내재근을 더욱 악화시켜 구축과 손가락 변형과 

같은 문제를 발생하여 굽힘 자세로 손이 사용된다.
11,12)

 이러

한 부정적인 문제로 인한 손목 폄근 및 손의 내재근 및 외재

근의 불균형 요소는 뇌졸중 환자의 손 기능 회복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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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ide view of a hand wearing wrist extensor 
immobilization splint Figure 2. FreeEMG 1000(BTS Bioengineering Corp, Italy)

이러한 특성을 가진 환자에게는 손 기능 개선을 위해 손목 고

정 스플린트로 손목 안정성을 지원 할 수 있다. 손목 고정 스

플린트는 연부조직의 뻣뻣함이나 근육 길이 변화를 조절하고 

반사수축으로 인한 근육 경직을 억제함으로써 근 간장도를 감

소시키고, 환자의 관절가동범위 증가로 인해 신체역학 요소인 

연부조직의 특성을 변화시켜 감각 입력에도 도움을 준

다.
13,14,15)

 또한 적절한 손목 스플린트의 적용은 환자의 손 회

복에 도움을 주어 일상생활활동 등의 기능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1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경직이 심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고 스프린트 적용 후에는 손목 근 긴장도와 관

절가동범위 등과 같은 효과를 임상적으로 평가하였을 뿐, 손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다.
9,12)

 따라서 본 연

구는 뇌졸중 환자의 중재과정에 손목 고정 스플린트를 적용하

고 약화된 손 내재근을 촉진하여 손목 폄근 및 손 기능에 어

떠한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C병원의 입원 환자 중, 선정기준을 충족

하고 참여에 동의한 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먼저 6개월이 지난 만성뇌졸중 환자 중 MMSE-K

의 점수가 24점 이상으로써 인지기능의 손상이 없는 자, 브론

스트롬 손 회복단계가 4단계 이상이고 손목 폄근에 대한 근력

이 2등급 이상인 자, 중재 수행 동안 독립적인 앉은 자세가 가

능한 환자로 선정하였다. 시-지각에 대한 장애가 있거나 뇌졸

중 발병 전 정형외과 및 기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총51명의 환자를 무작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먼저 손목 

폄 스플린트와 손 내재근 촉진을 병행한 스플린트 적용군 17

명, 손 내재근만 촉진한 내재근 촉진군 17명 및 일반적인 작

업치료만을 수행한 작업치료군 17명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

하였다. 또한 단일 맹검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실험 

의도 및 내용을 비공개 함으로써 실험 수행 시 편향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하였다. 먼저 스플린트 적용군은 손 내재근 치료에 

앞서 2인의 작업치료사에 의해 손목 폄 고정 스플린트가 환자

에게 맞춤 제작되었으며, 하루 90분, 주7회, 4주간 치료시간 

외의 일상생활 시에 착용하도록 지시되었다. 착용시간은 선행

연구에 근거하였으며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환자가 실제로 착

용 하였는지의 여부를 치료사가 확인하였다(Figure 1).
12)

 그

리고 세 집단 모두는 4주간 주 5회, 1회당 30분의 해당 중재

를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측정을 위한 손 기능 평가와 손목 

폄근의 활성도는 중재 전, 후의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

되었다. 본 연구의 손 내재근 촉진 프로그램은 황병용(2013)

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고 크게 내재근 

강화 및 물건 쥐기 훈련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17)

 내재근

의 촉진은 의자에 바로 앉아서 마비측 아래팔과 손이 테이블

에 잘 접촉하여 손가락의 길이가 적절히 확보된 후 훈련을 시

행하였다. 1차적으로 손 내재근을 활성화시키고 가동범위를 

증진하고자 손 내재근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쥐기 패턴

에서도 내재근인 엄지 대립근을 강화하기 위해 강하게 잡기와 

열쇠 집기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17)

 

3. 평가 도구

(1) 표면 근전도 검사

먼저 대상자의 치료 전, 후의 대상자의 손목 폄근의 표면 근

활성도를 측정하고자 표면 근전도기 FreeEMG 1000(BTS 

Bioengineering Corp, Italy)를 사용하였다(Figure 2). 또한 

BTS EMG-Analyzer version 2.9.24.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수집된 대상자의 전후 평가 자료를 확인하였다. 근전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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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uscle point for measurement of surface 
electromyography

호 수집을 위한 표본 추출률은 1000Hz로 설정하고, 대역 통

과 필터는 20~500Hz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측정부위는 손

목 폄근 중 긴노쪽손목폄근을 측정하였다(Figure 3).
18)

 또한 

근전도 신호를 일반화하고자 특정 동작의 근 수축 기준을 표

준화하는 % RVC(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를 사용

하였다. 기준 동작 RMS 값은 대상자의 비마비측의 손목 폄근 

활성도를 기준값으로 정하였고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로 

손목을 폄 상태로 5초 유지할 때 나타나 값을 측정하였다. 특

정 동작 RMS 값은 기준 동작 RMS 측정 자세와 동일한 자세

에서 저항 없이 환측의 손목 폄을 최대 힘으로 5초간 유지한 

근전도 신호의 값을 수집하였다. 모든 대상자의 검사에서 검

사된 앞뒤 1초 구간을 제거한 후에 3초 동안 기록된 RMS 값

을 확인하고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평가하였다. 

수집된 근전도 신호로 %RMC의 값을 구하기 위해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19)

(2) 뇌졸중 상지 기능 검사, manual function test (MFT)

본 검사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과 동작 능력을 객관적으

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수행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

여하고 최대 3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 검사는 브론스트롬이 

제시한 손 회복 단계와 상관성은 매우 높은 평가도구이며 검

사자간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95이다.
20)

 본 연구에

서 손 기능 만을 평가하고자 상지 운동 기능 항목을 제외한 

잡기와 손가락 조작 항목을 사용하여 12점을 만점으로 설정하

였다.

(3) 후글-마이어 상지 운동 기능 평가, fugl-meyer 

assessement of upper extremity (FMA)

본 검사는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브론스트롬이 제시한 회

복 6단계와 연계하여 운동기능 회복 정도를 검사하고자 개발

되었다.
21)

 편마비 환자의 브런스트롬 회복 단계를 50가지 세

부 움직임으로 분류하여 수행 정도에 따라 0~2점을 부여하며, 

이 중 상지에 해당하는 검사 33항목에 대한 만점은 66점이

다.
22)

 상지 검사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0.96이다.
21)

 본 연구에

서는 손 기능만을 평가하기 위해 손과 손목에 해당하는 항목

을 수행하여 24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버젼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기술통

계 및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중재 전, 후 근활성 및 상지기능의 회복을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고, 세 집단 간의 중재 전후의 근활

성도 및 상지기능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등분산을 가정하여 터키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자료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는 총 51명으로 손목 스플린트

와 손 내재근 촉진을 병행한 스플린트 적용군(17명), 손 내재

근만 촉진한 내재근 촉진군(17명), 일반적인 작업치료를 수행

한 작업치료군(17명)으로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세 집단 간 

대상자의 성별, 연령, 손상측 부위, 발병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세 집단의 중재의 전, 후 및 세 집단간의 손목 폄근의 활성

도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세 집단의 중재 전, 후에 따른 %RVC 변화

에서 손목 스플린트와 손 내재근 촉진을 병행한 IMFSG에서 

중재 전에는 37.03±11.86에서 중재 후 42.23±13.69으로 상

승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IMFG

에서는 중재 전 35.38±14.57에서 중재 후 36.74±14.00 약간 

상승하였고 GOTG에서는 중재 전 35.22±15.73에서 중재 후 

36.26±16.36으로 상승하였으나 두 집단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또한 중재 전후의 

%RVC의 변화 차이를 통하여 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IMFSG는 5.19±5.06, IMFG는 1.37±2.85, GOTG는 

1.04±3.86변화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p<0.01). 그리고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사

후 검정 결과, IMFSG이 다른 두 집단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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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1)

Variables
IMFSG
(N=17)

IMFG
(N=17)

GOTG
(N=17)

χ
2
./ F p

Gender

Male/ Female
12/5 13/4 12/5 0.96 0.91

Affected side

Left/ Right
6/11 7/10 5/12 0.77 0.78

Age (year) 61.41±8.3 61.82±7.61 64.24±7.8 0.63 0.54

Duration (months) 9.59±1.23 9.24±1.3 9.82±1.67 0.75 0.4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IMFS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with splint group, IMF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group, COTG: 

general occupation therapy group.

Table 2. Comparison of % RVC in groups and among groups (N=51)

Variables
IMFSG*
(N=17)

IMFG
(N=17)

GOTG
(N=17)

p

Before test 37.03±11.86 35.38±14.57 35.22±15.73 0.92

After test 42.23±13.69 36.74±14.00 36.26±16.36

Change 5.19±5.06 1.37±2.85 1.04±3.86 0.01**

p 0.00*** p 0.07 p 0.2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ignificance was tested by one-way ANOVA and paired t-test (*:p＜0.05 **:p＜0.01 *** : p＜0.01) IMFS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with splint group, IMF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group, GOTG: general occupation therapy group.

Table 3. A comparison of MFT in groups and among groups (N=51)

Variables
IMFSG
(N=17)

IMFG
(N=17)

GOTG
(N=17)

p

Before test 4.12±1.11 3.77±1.09 3.82±1.19 0.62

After test 5.65±2.62 4.41±1.46 4.53±1.38

Change 1.53±1.84 0.65±1.66 1.53±1.84 0.19

p 0.00*** p 0.04* p 0.0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ignificance was tested by one-way ANOVA and paired t-test(*: p＜0.05, ***: p＜0.01), IMFS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with splint group, IMF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group, GOTG: general occupation therapy group.

3. 세 집단 중재 전, 후 및 세 집단 간 MFT와 FMA 비교

먼저 세 집단의 중재 전, 후에 따른 MFT의 변화에서 IMFSG

는 중재 전 4.12±1.11점에서 중재 후 5.65±2.62점으로 상승

하였고 IMFG는 중재 전 3.77±1.09점에서 중재 후 

4.41±1.46점으로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p<0.05). GOTG는 중재 전 3.82±1.19점에서 

중재 후 4.53±1.38점으로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3). 또한 중재 전후의 

MFT의 변화 차이를 통하여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IMFSG는 1.53±1.84점, IMFG는 0.65±1.66점, 그리고 

GOTG는 1.53±1.84점 변화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3). 그리고 세 집단의 중

재 전후에 따른 FMA의 변화에서 IMFSG는 중재 전

4.94±1.68점에서 중재 후 6.59±2.00점으로 상승하였고 IMFG

는 중재 전 4.53±1.67에서 중재 후 5.41±2.00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p<0.05) COTG

는 중재 전 4.94±1.95에서 중재 후 5.88±1.83점으로 상승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또

한 중재 전후의 FMA의 변화 차이를 통하여 세 집단 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IMFSG는1.65±1.73점, IMFG는 0.88±1.41

점, 그리고 GOTG는 0.94±1.78점 변화하였으나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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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comparison of FMA in groups and among groups (N=51)

Variables
IMFSG
(N=17)

IMFG
(N=17)

GOTG
(N=17)

p

Before test 4.94±1.68 4.53±1.67 4.94±1.95 0.74

After test 6.59±2.90 5.41±2.00 5.88±1.83

Change 1.65±1.73 0.88±1.41 0.94±1.78 0.33

p 0.00*** p 0.02* p 00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ignificance was tested by one-way ANOVA and paired t-test(*: p＜0.05, ***: p＜0.01), IMFS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with splint group, IMFG: intrinsic muscle facilitation group, GOTG: general occupation therapy group.

Ⅳ. 고 찰 

편마비 환자는 뇌졸중 발병에 따른 운동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이 저하된다.
23)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수행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

의 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임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4,25)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후 편마

비로 인한 환자의 상지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자 1차적으로 스

플린트를 적용하였고 동시에 손 내재근을 촉진하여 결과적으

로 손목 폄근의 활성과 손 기능 회복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손목 자세를 스플린트로 

90분의 일과시간 동안 유지시키고 그와 함께 손 내재근의 운

동기능을 촉진한 후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손목 폄근의 

활성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근 활성도 검사는 신경 자극

에 의한 근수축의 반응을 근육 내 전기적인 수치로 감지하는

데, 이는 운동 신경 활성화에 따른 근 수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26)

 뇌졸중 환자는 손목 폄근의 작용이 감소

하고 굽힘근의 대항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절한 근수축인 

동시 수축 작용(co-contraction)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27)

 본 연구에서 내재근

의 촉진과 손목 폄 고정 스플린트의 병행으로 나타난 손목 폄

근 활성도의 향상은 손목 굽힘근의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를 

완화하고 폄근의 구심성 수축 향상에 더욱 영향을 준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24,25)

손 기능 회복 정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손 기능 평가 도

구인 MFT와 FMA를 시행한 결과에서는, 각 중재 전, 후에서 

평가도구에 따른 점수 향상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먼저 

FMA에서 세 집단의 손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하였고 기존에 적용되는 작업치료 및 손 내재근 촉진 및 손목 

폄 고정 스플린트를 병행한 치료 중재 모두 손의 움직임 회복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추가된 손 기능 

평가도구인 MFT에서는 기존의 작업치료에서는 큰 변화가 없

었고, 손 내재근 및 손목 폄 고정 스플린트를 병행한 치료 중

재에서 전, 후의 큰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FT의 평가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MFT는 팔의 움직임과 전반적인 기민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

며 미세한 조작 능력에 대한 평가가 추가된다.
28,29)

 기민성은 

과제 수행 시 물체 조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는 운

동 및 감각 기능을 통합하는 손의 기능적 움직임이다. 이러한 

기민성의 수치는 일상생활의 독립성 측정을 위한 지표로도 사

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손 기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0)

 본 연구에서는 손 내재근만을 촉진한 집단과 

손 내재근 촉진 및 손목 폄 고정 스플린트를 병행한 치료 중

재 집단 모두에서 MFT의 향상을 확인하였고 이 중 손 내재

근 및 손목 폄 고정 스플린트를 병행한 치료 중재 집단에서 

보다 큰 변화를 확인하였다. 내재근은 손의 섬세한 움직임에 

필수적인 요소로 손허리손가락 관절, 몸쪽 및 먼쪽 손가락뼈

사이 관절과 같은 각 손가락 관절의 다양한 자세에 영향을 주

고, 손의 아치를 유지하여 물체의 정교한 조작에 기여한다.
31)

 

특히 엄지와 관련된 내재근은 다른 손가락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맞섬을 통하여 안정성과 자

세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효과적으로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32)

 또한 손목은 각도 변화를 통해 손 기능에 영향을 

주는데 강한 잡기를 위해서는 30도, 섬세한 조작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0~15도의 기능적인 손목 폄의 자세를 유지한

다.
8,18,33)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내

재근 촉진 치료를 시행한 경우, 기민성 증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스플린트를 통하여 기능적인 손목 자세의 

유지가 병행되었을 때에는 섬세한 손 사용을 향상시켜 기민성

에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 내재근 치료와 

함께 손목의 안정화 및 기능적인 자세 유지가 뇌졸중 환자의 

손 조작 능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또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적용된 손목 고정 스플린트로 

기능적인 손목 폄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손목 폄근 수축과 역

동적인 내재근의 감각운동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어 

손 기능에 더욱 큰 향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손기능을 회

복하는데 있어서 대상자의 실제적인 활동 영역과 개인의 손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역학 요소, 감각운동 및 기능 중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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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접근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손 기능 회복을 위한 평가와 치

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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