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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로봇보행 재활훈련의 효과: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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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bot-assisted rehabilitation therapy has been used to increase physical function in post-stroke
patients. The aim of this meta-analysis was to identify whether robot-assisted gait training can improve
patients’ functional abilities. A comprehensive search was performed of PubMed,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 (PEDro), Academic Search
Premier (ASP), ScienceDirect,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 National Library, and the Korean Medical Database up to April, 2014.
Fifteen eligible studies researched the effects of robot-assisted gait training to a control group. All
outcome measures were classified b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domains (body function and structures, activity, and participation) and were pooled for calculating
the effect size.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robot-assisted gait training was .356 [95% confidence
interval (CI): .186∼.526]. When the effect was compared by the type of electromechanical robot, Gait
Trainer (GT) (.471, 95% CI: .320∼.621) showed more effective than Lokomat (.169, 95% CI: .063∼.275).
In addition, acute stroke patients showed more improvement than others. Although robot-assisted gait
training may improve function, but there is no scientific evidence about the appropriate treatment time for
one session or the appropriate duration of treatment. Additional researchers are needed to include more
well-designed trials in order to resolve these uncertainties.
Key Words: Gait disorder; Meta-analysis; Robot-assisted training; Stroke.
Ⅰ. 서론

뇌졸중은 성인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대뇌혈관의 허혈이나 출혈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 신경
계 재활분야에서 운동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질환이다
(Feigin 등, 2003). 뇌졸중 발병 후 생존 가능성은 80%
로 주요 사망 원인에 해당되는 질환 중 높은 편이지만,
생존자의 64%는 상지와 하지에서 감각운동계 소실 등의
장애가 발생하고(Patel 등, 2006), 이중 15∼30%는 영구

적으로 장애가 남는다고 알려져 있다(Roger 등, 2011).
2011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 유럽 인구를 대상으로 뇌졸중 발병률을 추정해 보
았을 때, 200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발병률은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발병 증가에 따라 뇌졸
중 환자 재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볼 수 있다
(Truelsen 등, 2006).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장애는 손상된 뇌의 반대편 부
위의 근육이 약화되거나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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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근긴장도의 변화, 비정상적인 자세나 관절의 움직
임 조절, 운동성 저하, 비정상적인 움직임 전략 사용,
관절의 조절 능력 저하, 감각 저하 등 다양한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Poli 등, 2013). 뇌졸중 후 재활의
목표는 이러한 다양한 신체적 이상을 회복하고 독립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재활과정에서 보행기능의 회복을 주요 치료목적으로 설
정한다(Mehrholz 등, 2007).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과거로부터 신경발달치료
(neurodevelopmental training; NDT), 운동 재학습 프
로그램(motor relearning programme), 고유수용성 신경
근 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Rood 접근법 등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및 적용되고 있으며(Pennycott 등, 2012), 최근에는 양
측 훈련(bilateral training), 건측억제-환측유도운동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전기자극치료
(electrical stimulation), 고강도치료(high-intensity therapy), 반복적 과제훈련(repetitive task training), 로봇 보
조 치료(robotic-assisted therapy) 등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로봇기술의 발달과 함께 운동 재프로그래밍과
기능적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
였으며, 환자별 신체적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재활치료용 로봇을 이용한 치료법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재활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로봇을 크게 나누어본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운동기능
의 향상을 위해 이용하는 치료용 로봇(therapeutic robot)
과 환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보조용 로봇(assistive robot)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서는 상지형과
하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지형은 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하지형은 주로
보행기능 향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Poli 등, 2013).
뇌졸중 재활의 주요 치료목적인 보행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기존에는 임상현장에서 환자가 보행하는
동안 손으로 보조하여 훈련하는 방법, 트레드밀에서 치
료사가 보조하여 보행하는 방법, 트레드밀에서 체중을
부분적으로 지지한 채 치료사가 보조하여 훈련하는 방
법 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치료
시간 동안 치료사가 지속적으로 환자의 보행훈련을 도
와야하는 과도한 신체적 노동 요구되어 문제점으로 지

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용
로봇을 이용한 재활방법이 개발되어져 왔다(Pennycott
등, 2012). 보행 재활치료 로봇의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1991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에는 발달된 과
학 기술의 개념을 적용해 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
나, 현재는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진화하였
으며, 뇌졸중 등 신경계 환자의 보행 향상을 위해 최근
15년 동안 기술과 적용범위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Hsieh 등, 2014). 로봇보행장치는 크게 외부골격 로봇
보조기형(exoskeleton-type robot device)과 단말작동기
형(end-effector-type robot device)으로 구분되는데, 전
자의 대표적인 장치로는 Lokomat이 있으며 로봇 보행
보조기가 트레드밀과 결합된 형태로 체중을 지지하는
하니스(harness)가 설치되어 있어, 미리 정상 생리적 보
행양식을 프로그램으로 저장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유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후자의 대표적인 장치로는
Gait Trainer(GT)로 두 개의 발판(foot-plates)이 동시
에 자극하여 보행의 유각기와 입각기를 설정하여 훈련
시키는 장치이다. Chang과 Kim(2013)의 로봇보행장치의
적용을 화술적 화법으로 고찰한 연구(narrative review)
에 의하면 외부골격 로봇보조기형을 이용한 Husemann
등(2007)과 Mayr 등(2007)은 기존 치료에 비해 효과가
있었지만, Hornby 등(2008)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치료
사의 손으로 보조한 군에서 보행능력이 향상되는 등 효
과가 상반적으로 나타났고, 단말작동기형에서도 Dias
등(2007)과 Peurala 등(2005)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물
리치료 적용군에 비해 오히려 효과가 적으나 Morone
등(2011)의 연구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는 등 로
봇보행장치를 적용한 보행 훈련의 효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Pennycott 등(2012) 역시 환
자의 참여도 등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으며, Mehrholz 등(2013) 역시 로봇보행장치를 이용한
보행훈련과 기존의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할 때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만 결론을
내리면서, 로봇보행장치의 유형과 효과적인 적용횟수 등
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찰 연구들은 로봇보행 재활훈
련의 치료 효과에 대해 보행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여부
를 입증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고찰연구의 대
상이 되었던 연구들에서 제시했던 보행가능 거리와 속
도, 보행능력을 측정한 다양한 도구 등의 보행변수 외
에도 근긴장도, 균형능력, 체질량지수, 운동기능, 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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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영향 등 다양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능력에 대한 요소에서 있어서
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01년 제정한 기능,
장애, 건강에 대한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에 따라
각 연구의 결과를 기능과 장애(function and disability)
의 세 가지 요소(신체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으로 나
눈 후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로봇재활치료의 효과에 대
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회전자도서관 검색엔진,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KSI)의 학회지 원문서비스(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와 한국교육학술정
보원(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의 검색엔진(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를 이용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과 학술지 발표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제어는 ‘뇌졸중’,
‘보행’, ‘로봇’, ‘치료’였다. 검색 결과(2014월 10월 1일
기준),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 및 연구
자료 등 총 20편이 검색되었다.
국외 자료는 Pubmed,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CENTRAL), Physiotherapy Evidence
Ⅱ. 연구방법
Database(PEDro), Academic Search Premier(ASP),
ScienceDirect를 통해서 ‘stroke’, ‘gait/walking/locomotor’,
1. 분석대상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보행 재활치료용 ‘robot’으로 2014년 10월 1일까지의 자료를 검색하였다.
로봇과 관련된 연구문헌을 수집하였다. 국내자료는 국 자료는 1991년부터 검색되었으며, 총 3582편이 검색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n this review
Study Sample size
(N)
(year)
Outcomes
Robot Control
Chang 20 17 Activity (FACa)
(2012)
Body function (FMAb, MIc)
d, BBSe, RMIf,
Dias 20 20 Activity (TMS
6MinWTg, step test)
(2007)
Body function (MI)
Fisher 10 10 Activity (8MWTh, 3MinWT, TGSi,
(2011)
6MinWT, 10MWT)
Geroin 10 10 Activity (6MinWT, 10MWT)
(2011)
(BBS, FAC,j RMI) k
Hidler 33 30 Activity
Body
function
(MAS
, NIHSS
)
(2009)
l
m
Participation (FAI , SF-36 )
n,
BBS,
FV
Hornby 24 26 Activity (6MinWT,
mEFAPo, SSVp)
(2008)
Participation (FAI, SF-36)
(BIq, FAC, TWTr)
Husemann 14 16 Activity
Body function (Ashworth scale,
(2007)
MI-L)
Morone 12 12 Activity (6MinWT, FAC, 10MWT)
(2011)
- 32 -

Mean Total
age session
(year) (No.)

1 robot
session Robot Stages PEDro
trial type
scale
(min)
40 Lokomat Acute 7

57.6

20

69.2

25

20

60.0

24

63.5

10

30 AutoAm
bulator Acute 5
20
GT Chronic 6

57.3

24

45 LokomatSubacute 5

57.0

12

30 Lokomat Chronic 5

58.5

40

30 Lokomat Acute

7

57.9

20

40

6

GT† Chronic 4

GT

A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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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ne 12
(2012)
Ng
(2008) 17

12 Activity (BI, FAC, RMI)
65.6 20
40
GT Subacute 7
Activity (5M velocity,
BBS, BI,
21
EMSs, FAC, FIM)
70.0 20
20
GT Acute 6
Body function (MI)
Activity (10MWT, 6MinWT,
Peurala 15 15
dynamic balance, FIM, 52.8 15
20
GT Chronic 6
(2005)
static balance)t
Body function (MMAS )
FAC, gait endurance,
Pohl 77 78 Activity (BI,
gait velocity, ROMu)
63.2 20
20
GT Acute 8
(2007)
Body function (MI)
Schwartz 20 10 Activity (10MWT, 2MinWT, stairs, 63.5 18
30 Lokomat Acute 6
(2009)
TUGv)
Tong
Activity (5MW speed, EMS, FAC) 68.8 20
20
GT Acute 7
(2006) 15 20 Body function (MI)
Activity (6MinWT,
BBS, FV, SLR
Westlake 8 8
absw, SPPBx, SSV)
56.9 12
30 Lokomat Chronic 6
(2009)
Body function (FMA-L)
Participation (LLFDIy)
a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bFugl-Meyer assessment, cMotricity index, dToulouse motor scale, eBerg balance scale,
fRivermead mobility index, g6-minute walking test, h8-meter walking test, iTinetti gait scale, jmodified Ashworth scale,
k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lFrenchay activities index, mshort form health survey, nfast velocity,
omodified Emory functional ambulation profile, pself-selective velocity, qBarthel index, rtimed walking test, selderly
mobility
scale, tmodified motor assessment scale, urange of motion, vtimed up and go test, wabsolute step length ratio,
x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ylate life function and disability instrument, †gait trainer.

었다. 검색한 자료 중 동일한 연구는 제외하였으며, 전
문(full-text) 검색이 가능하며,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분류된 연구는 총 42편이었다. 이 중 연구의 질적 측면
을 확보하기 위해 PEDro scale이 부여되어 있으며, 효
과크기를 구할 수 있는 연구는 총 15편으로 Table 1에
서 제시하였다.
2. 분석대상연구의 특성과 자료코딩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 재활치료 로봇을 사용
한 연구 중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5편의 연구를 대상
으로 표본의 크기, 보행 재활치료 로봇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측정도구, 보행 재활치료 로봇
을 적용한 총 횟수, 1회 적용시간, 적용 유형, PEDro
scale 등의 변수를 코딩하였다(Table 1). 보행 재활치
료의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도구는 WHO
의 ICF 모형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다(Geroin
등, 2013).

3. 표본 추출의 동질성 검정 및 효과크기의 계산

보행 재활치료 로봇의 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
시한 기준대로 선정한 15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Table
1의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도구 결과(outcome)를 비교
하기 위한 효과크기를 계산할 때 결과 분석모형을 선정
하기 위하여 대상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추출의 동질성
을 검정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Q=71.236(df=14,
p<.001)이며, I2은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수로 총분산에 대한 실제 연구간 분산을 비율로 표시
한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80.347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연구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지 않았다고 판정
하여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효과크기를 추정하
였다(Cooper와 Hedges, 1994). 개별연구의 특성을 반영
한 매개변인(moderator)별로 하위범주형 분석(subgroup
analysis) 및 메타회귀 분석(meta-regression)을 통해
이질성의 원인 및 연구특성별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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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statistics (random-effect model)

Number of studies
15

Effect size
.356

95% confidence interval
.186∼.526

15개 대상연구에서 76개의 효과크기(측정도구의 결
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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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분석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Biostat, Englewood, NJ,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Cohen’s d)
로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Ⅲ. 결과
1. 보행 재활치료 로봇 적용 시 전체 효과크기

랜덤효과모형으로 보행 재활치료 로봇의 효과크기를
계산하였을 때 효과크기는 .356이었으며, 전체 효과크기
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186∼.526이었다(Table
2)(Figure 1). 연구물을 분석단위로 하여 분석한 결과
효과크기 값이 .356이므로 보행 재활치료 로봇 적용 시
의 효과는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ure 1.

Standard error
.087

(Cohen, 1988; Hwang, 2014).
2. 랜덤효과모형을 활용한 범주형 변수별 분석

대상 연구들에서 보행 재활치료 로봇 적용 효과가
범주형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범주형 효과크기 분석(categorical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범주형 분석은 효과크기를 분석단위인 측정도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 보행 재활치료 로봇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의 비교
보행 재활치료 로봇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본
연구에 적용된 대상연구에서는 AutoAmbulator, GT,
Lokomat이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결과를 분석단위로
보았을 때 세 유형의 로봇 중 GT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AutoAmbulator 순으로 나
타났다. 이에 비해 Lokomat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나. ICF의 분류에 따른 효과크기의 비교
보행 재활로봇 적용 후 측정도구 영역에 따른 효과
크기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활동(activity) 요인에서

Forest plot of 15 studies (std diff: standard difference,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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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size by subgroup: Types of robot, ICF classification, types of patient, PEDro scale

Number of Effect siz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Categories
effect size
GTa
36
.471
.077
.320∼.621
AutoAmbulator
3
.283
.260
-.226∼.793
Lokomat
37
.169
.054
.063∼.275
ICFb
Body function
12
.277
.084
.112∼.443
classification
Activity
56
.353
.060
.236∼.470
Participation
8
.271
.110
.056∼.486
Types of
Acute
35
.501
.059
.385∼.617
patients
Subacute
11
.346
.156
.041∼.652
Chronic
30
.119
.066
-.010∼.248
PEDroc scale
4
5
.001
.141
-.277∼.278
5
18
.138
.066
.008∼.268
6
32
.292
.074
.147∼.437
7
15
.613
.136
.347∼.879
8
6
.601
.095
.415∼.787
agait trainer, b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c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
Subgroup
Types of
robot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기능과 구
조(body function and structure)와 참여(participation)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영역에 비해 신체기능과
구조와 참여 요인의 효과크기 수가 적고 표준오차가 크
므로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Table 3).
다. PEDro scale에 따른 효과크기의 비교
PEDro scale이란 근거중심 물리치료 데이터베이스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에서 제공하는 무작
위 대조군 연구의 타당도를 제시하기 위해 11개의 항목
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8
점을 부여받은 논문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PEDro scale
5점을 부여받은 연구의 효과크기는 .138(95% CI: .008
∼.268), 6점은 .292(95% CI: .147∼.437), 7점은 .613
(95% CI: .347∼.879), 8점은 .601(95% CI: .415∼.787)로
PEDro scale의 기준에 의거하여 여러 영역에서 기준을
확보한 연구에서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Table 3).
3. 출판오류(publication bias)

출판오류란 연구 결과의 속성이나 방향에 따라 연구
결과가 출판되었는지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funnel plot을 이용하여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Duval과 Tweedie(2000)가 개발한 비

대칭이 있다면 대칭으로 교정하기 위한 trim-and-fill
기법을 적용해 보았을 때, 효과크기는 변화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2).
Ⅳ. 고찰

뇌졸중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는 질환으로, 사지마비와 근 약화 등 신체건강과 관
련된 기능 저하와 함께 영구적인 장애가 유발될 수 있
다(Langhorne 등, 2011).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
지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발된 로봇 재활치
료가 적용되고 있다. 로봇 재활치료는 적용 부위에 따
라 크게 상지와 하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물리치
료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지 유형은 주로 보행능력
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보행 재활치료로봇의 장점으로는 임상 현장에의 적
용은 환자를 보행 훈련하는데 있어서 반복적인 동작을
연습하도록 할 때 치료사 인적 자원의 개입을 줄이고
치료의 양과 강도를 조절 가능하며, 모델에 따라서는
체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행 재활치료
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Pol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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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el plot of the Tweedie’s trim and fill.
2013). 그러나 한편에서는 보행 재활치료로봇이 현실과 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는 동떨어져서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보행패턴만 연
보행 로봇재활 치료 적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습 가능하므로 실제적인 감각운동 입력에는 문제가 있 연구대상인 15개 연구를 대상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
을 수 있다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 이를 검증한 평균효과크기(summary effect size, d)를
해서 가상현실을 접목한 치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 구하였을 때, .356(95% CI: .186∼.526)로 나타나
제기도 되어왔다(Edmans 등, 2006). 이러한 문제제기에 Cohen(1988)의 기준에 의거하여 비교적 작은 효과크기
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재활치료용 로봇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의 연구에서 사용된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 치료 효과에 대 76개의 치료결과(outcome)를 대상으로 효과크기를 구
해서는 Merholz 등(2013)이 보행 로봇치료 적용 효과를 하였을 때도, .331(95% CI: .241∼.421)로 비슷한 결과를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고찰하였을 때 독립적으로 보행할 보였다. 적용 효과를 Geroin 등(2013)이 분류한 ICF 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계적 역의 신체 기능과 구조(body function and structure),
고찰방법이나 화술적 고찰(narrative review)으로 연구 활동(activity), 참여와 삶의 질(participation/quality of
된 것이었다.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로봇의 분류(Poli 등, life)의 세 영역으로 분류해 보았다. 각 효과크기는
2013)와 로봇재활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치료결 .277(95% CI: .112∼.443), .355(95% CI: .236∼.470),
과(outcome)의 분류(Geroin 등, 2013)는 체계적 고찰방 .271(95% CI: .056∼.486)순으로 활동영역이 가장 높은
법으로 연구되었고, Pennycott 등(2012)은 로봇 보행재 효과크기를 보였지만, 이 역시 낮은 정도의 효과크기에
활치료의 효과를 화술적 고찰방법으로 연구하여 발표하 해당되었다. ICF 영역의 신체 기능과 구조 영역에 포함
였지만 체계적 고찰방법이나 화술적 고찰연구는 과학적 했던 치료결과로는 Ashworth Scale, Fugl-Meyer
검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sessment, Modified Ashworth Scale, Modified
15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보행 로봇재활 치료를 적용했 Motor Assessment Scale, Motor Assessment Scale,
을 때 WHO의 ICF의 분류에 의한 영역별 치료효과를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 등이 해당되
알아보고, 적용한 치료용 로봇의 유형별, 뇌졸중 후 적 었고, 활동 영역에는 보행이나 일상생활동작을 평가했
용한 시기별, 효과와 적용시간, PEDro scale에 따른 치 던 3 minute walk test, 5 meter walk test, 6 minute
료효과와 적용 시간과 나이에 따른 치료효과 등을 알아 walk test, 8 meter walk test, Berg Balance Scale,
Figure 2.

- 36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5년 22권 2호 30-40
Phys Ther Korea 2015;22(2):30-40

ISSN (Print) 1225-8962, ISSN (Online) 2287-982X
http://dx.doi.org/10.12674/ptk.2015.22.2.030

Barthel Index, Elderly Mobility Scale,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Rivermead Motor Assessment Scale, Stroke
Activity Scale, Tinetti Balance Scale, Timed Up and
Go test 등이 포함되었고, 참여와 삶의 질 영역에는
Frenchay Activity Index, Late Life Function and
Disability Instrument, Short Form Health Survey 포
함되었다. 세 영역에서 모두 보행 로봇재활치료를 적용
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표준편차의 3/10 정도에 해당되
는 차이만 나타났다.
뇌졸중 후 보행 로봇재활 치료를 적용한 시기로 알
아보았을 때는 급성기에 적용하였을 때 효과크기가
.501(95% CI: .385∼.617)로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아급성기에 적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했지만 효과크기는 .346(95% CI: .041∼.652)이었
다. 이해 반해 만성기에 적용했을 때 효과크기는 .119이
었고 95% 신뢰구간에서 범위가 -.010∼.248로 나타나 만
성기에 적용했을 때의 로봇치료 적용군과 대조군과의 치
료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뇌졸중 대상자의 평균 나이, 보행 재활로
봇의 총 적용 횟수, 1일 적용시간 등의 연속변수에 대
해서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회귀분석에서
회귀선(기울기)은 조절변수(covariate)에 의한 효과크기
를 예측치로 조절변수와 효과크기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기울기와 유의확률을 구할 수 있는 세 변
수에서 모두 유의확률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나 뇌졸중 대상자의 평균
나이나 보행 재활로봇의 총 적용 횟수, 1일 적용시간으
로는 치료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의료분야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
해 메타분석의 결과를 사용하고 있지만 메타분석도 다
양한 유형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연
구에 포함된 연구가 한 주제에 대해 연구된 전체 연구
(population of completed studies)를 대표하지 못하는
비대표성(unrepresentative)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출간오류(publication bias)로 알려져 있다. 출
간오류로는 알려져 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영
어로 출간된 연구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포함시킨 언어
적 오류(language error), 연구자가 접근하기 쉬운 연구
결과를 선별적으로 포함시킨 접근성 오류(availability
bias), 자신의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친숙도 오류(familarity bias), 연구자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선별적으로 보고하는
결과 보고 오류(outcome-reporting bias), 무료나 저비
용으로 이용 가능한 연구만을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비용오류(cost bias)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메타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출간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Hwang, 2014). Funnel plot을 이용하여 표본의 크
기와 효과크기와의 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데이터가 비
교적 좌우대칭(symmetry)의 모습을 보여 오류는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하는 trim-and-fill 방법을 이용하여 민감
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해보았을 때(Figure 2),
funnel plot내에서의 효과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체 효과에 대하여 결측 데이터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Richardson과 Rothstein, 2008).
보행 재활로봇 적용에 대한 개별연구에서 제시한 변
수 중 대상군의 평균 나이, 보행 재활로봇 적용횟수, 1
일 적용시간의 연속변수 증가에 따른 재활로봇의 효과
에 대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분산의 추
정방법인 mixed effects regression(method of moment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대상자의 연령에 따
라서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Model Q=7.624, df=1, p=.00576). 보행 재
활로봇 적용횟수(Model Q=7.19905, df=1, p=.65549), 1
일 적용시간(Model Q=2.51181, df=1, p=.11300) 역시 메
타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 결과는 연령이나 재활로봇 적용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효과에 변화가 없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효
과크기의 수가 많지 않아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대상의 경우 PEDro
scale이 부여된, 즉 실험연구의 질적 수준을 만족한 연
구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PEDro란 근거중심 물리
치료 데이터베이스(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
를 제공하는 웹 기반 물리치료 관련 무작위 대조군 연
구, 근거중심 임상치료 지침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 시험 연구와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중심 임상치
료의 지침서에 각각 기준을 두고 웹에서 제공할지 여부
를 판단하고 있다(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
1999). 이 중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PEDro scale을 만족
하는지 여부로 연구의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EDro 웹에서는 임상연구와 함께 PEDro scale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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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해주어 독자에게 어느 영역을 만족하는지를 제시하
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선정 시 PEDro 웹
사이트에서 PEDro scale로 평가된 논문만으로 이미 임
상실험 연구로서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연
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15편의 연구대상 중 PEDro
scale 4점은 1편으로 효과크기는 .001(95% CI: -.227
∼.2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PEDro scale
5점은 대상 연구가 3편으로 효과크기는 .138(95% CI:
.008∼.268), 6점은 6편으로 효과크기는 .292(95% CI:
.147∼.437), 7점은 4편으로 효과크기는 .613(95% CI:
.347∼.879), 8점은 1편으로 .601(95% CI: .415∼.787)로
PEDro scale의 기준에 의거하여 여러 영역에서 기준을
확보한 연구에서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을 임상현장에서도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재활치료는 적
용부위에 따라 상지와 하지로 나뉘며, 특히 뇌졸중 환
자에서는 주 재활목표가 독립적인 보행이므로 보행연습
을 보조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의 효과에 대한 연구
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Mehrholz 등(2013)은
23편의 연구대상을 기반으로 보행 보조 로봇을 적용했
을 때 독립적인 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보행속
도나 보행 능력에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났다
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의 요소를 ICF 분류기준의
활동 영역에 포함하여 연구하였는데, 15편의 연구 76개
의 분석단위 중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결과(outcome)
의 수가 56으로 월등히 높았고 세 영역 중 효과크기는
가장 컸지만(.353) 중간정도의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도 뇌졸중 후 급성
기(3개월 이내)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므로 로봇
을 이용한 보행 훈련의 효과는 뇌졸중 후 초기에 집중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연구에서 적용한 로봇보행장
치가 트레드밀에서 하니스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 훈
련을 시키는 Lokomat과 2개의 발판으로 구성되어 보행
의 유각기와 입각기를 동시에 훈련시키는 GT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GT가 보다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Poli 등
(2013)의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 외에도 Lowerextremity Powered Exo-Skeleton(LOPES), Haptic
walker, Lokohelp, G-EO System 등 다양한 보행보조
로봇이 소개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
태를 포함하는 연구를 대상으로 로봇 유형별 효과를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출판오류의 유무와 관련하여 본 연
구에서는 funnel plot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을 때 출
판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질적 확보를 위해
서 PEDro scale을 제시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학위논문 등 비출판물은 제외하게 되어 모든 연구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고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로봇 보행 보조 도구를 이용한 효
과에 대한 논문은 그 결과를 독립적인 보행을 할 수 있
는지와 보행속도나 보행능력의 향상 등 보행에만 그 주
제를 한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ICF 지표에 의거하여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영
역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분석대상이 된 연구의 수가 15
편으로 제한적이므로 그 결과를 단정 지어 결론을 맺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보행 보조 로봇을 대상으로, 비출
판연구를 모두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Ⅴ. 결론

뇌졸중 환자의 보행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
고 있는 보행 보조 로봇치료의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국내외에서 실시된 연구 15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
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효과크기는 .356(95% CI:
.186∼.526)으로 치료효과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
였으며, 로봇 유형에 따라서는 비교적 가장 많이 두 개
의 발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각기와 입각기를 훈련
하는데 용이한 GT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
중 시기별로는 3개월 이전인 급성기에 적용했을 때, 아
급성기나 만성기에 적용했을 때 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봇재활치료 적용시 1회 적용시간이
나 총 적용기간, 나이 등 연속변수에 대해서 메타회귀
분석을 실시했으나 일정한 효과 유형을 보이지 않아 임
상에서 보다 근거를 갖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 연구에서는 적용기간이나 적용시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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