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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동작 찰-신체훈련이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연구 상자는 19명이며 실험군 10명, 조군 9명으로 나 었다. 실

험군은 일반 작업치료와 동작 찰-신체훈련을 병행하 고, 조군은 일반 작업치료와 동작 찰만을 시행하

다. 훈련 과정은 4주 으며, 주 3회, 회당 30분씩 훈련에 참여하 다. 상자 선별 후 WMFT와 MBI 평가를 

시행하 으며 -후 평가를 실시하여 증진 정도를 보고자 하 다. 그 결과 상자들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

활동은 두 그룹 모두 재 후 유의한 증진을 보 다(p<.05). 하지만 각 측정 시 간의 두 군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ction observational physical training o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stroke patient. 19 hemiparetic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were randomly select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An experimental group observed performance actions of purposeful activity task through a 

video and imitated actions with the traditional occupational therapy, and a control group only observed actions with the traditional 

occupational therapy. Traing was performed 3 times a week and 30 min for each round for 4 weeks. WMFT were performed for 

a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MBI were performed f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As a result, WMFT and MBI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in two groups but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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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유비쿼터스시 의 의료산업에서 인간과 컴

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에 한 기술 수요의 증 로 이

어지면서,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한 분

야인 증강 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1]. 뇌졸  환

자의 증상과 후는 감각이상, 인지장애, 언어장애, 삼

킴장애 등으로 다양하며, 많은 환자들이 운동기능의 

상실로 움직임이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구 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2]. 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 사용으로 인하여 뇌졸  환자의 85% 이상은 편마

비를 경험하고 그  69% 이상이 상지기능의 손상을 

가진다[3]. 상지기능의 손상은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

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벽을 제공하

며, 회복 한 하지에 비하여 좋지 못하다. 이것은 발

병부 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상지가 하지에 비해 

반복 인 운동의 기회가 어 뇌의 재조직을 진할 

기회가 기 때문일 수도 있다[4].

뇌졸  환자에 해 임상 치료사들은 운동을 기

로 한 기능상의 문제들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고, Merians 등(2002)[5]은 뇌졸  후 편마비 환자의 

효과 인 운동 기술 회복과 신경조직의 재구성을 

해서는 집 인 훈련이 필수 이라고 하여 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을 향상시키기 해서 마비 측 상지

의 집 인 사용을 권장하는 치료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 뇌졸  환자들의 기능  활동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과제 특이  훈련이 통 인 근법

들보다 더 효과 임을 확인하 다[6]. 과제-지향  훈

련이라는 용어는 움직임 과학과 운동 기술 학습 문헌

으로부터 나왔고[7], 이 근법은 단일 동작의 반복훈

련과는 달리 기능  과제로 부여된 문제들을 연 된 

국방부 직할부   기 들이 상호작용하여 효율 이

고 효과 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재활에서 과제-지

향  훈련은 목표-지향 인 연습과 반복을 통한 기능

 과제 수행의 향상에 을 두고 있다. 한, 신경

회로의 재구성에 한 근거들이 많아짐에 따라[8], 최

근 강제  움직임 유도치료와 같은 재들은 마비 쪽 

사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학습된 무사용 증후군

(Learned non-use Syndrome)을 극복함으로써 상지 

기능 향상을 목 으로 하고 있다[9], [10]. 이로 인한 

기능  수행능력 향상은 움직임에 여하는 신경네트

워크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들

이 많아지고 있다[11].

이러한 경향은 환자의 운동능력 발달을 증진시키는 

동안 수행 역에서 환자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환자의 기능  독립을 유도하여 생활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복귀시켜 작업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작

업치료의 로그램과 일맥상통한다. 이를 해서 작업

치료에서는 환자의 일상생활활동과 일과 생산 인 활

동  놀이와 여가에 한 한 과제를 각 개인이 

작업  역할을 만족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인  발

달단계  문화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과 훈련을 통해 

용된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한다[12]. 따라서 작업치

료는 선택된 과제에 한 환자의 참여라고 할 수 있

으며 환자의 능동 인 참여가 작업치료 효과에 필수

이다. 하지만 운동능력이 많이 손상된 환자들은 이

러한 훈련 참여에 제한이 있으며 경험 의존  신경가

역성을 한 감각  운동 입력을 제공받는 것이 어

려워진다.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고자 최근 제안되는 방법이 

바로 거울신경세포 시스템(Mirror Neuron System)을 

근간으로 한 동작 찰훈련이다. 뇌의 운동 역들은 

동작이 실제로 일어날 때 뿐 만 아니라 상상을 하거

나 는 단순히 찰만 해도 동원된다는 근거들이 많

아지고 있고[13], 이런 사실은 원숭이에서 처음 보고

되고 기술된 거울신경세포시스템의 발견에 신경생리

학  기 를 두고 있다[14], [15]. 거울신경세포는 원

숭이의 운동앞겉질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 세포들

은 특정 행 를 직  수행하거나 다른 원숭이의 행

를 찰하는 동안 발화하는 특징이 있다[14], [15].

거울신경세포가 처음 발견된 마카크(Macaque) 원

숭이의 배쪽 운동앞겉질(ventral premotor cortex; 

PMv)의 입쪽(F5 역)은 흥미로운 역이다. 이 역

은 인간의 로카 역(Broca area)과 같은 부 로 

간주되고 있다[16], [17]. F5 역은 입과 손의 목표 

지향  동작의 운동투사(Motor Representation)이다. 

흥미롭게도, 입과 손의 목표지향  동작을 실행하는 

동안 발화하는 이 신경부 는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

나 사람인 실험자가 같은 동작이나 비슷한 동작을 

찰할 때도 반응한다[14], [15]. 인간에서도 거울신경세

포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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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18], [19]. 발견된 이후로 거울신경세포시스

템은 다른 사람의 동작을 지각하고 이해하는데 여

하는 통합된 시스템의 일부라고 간주하고 있다[20], 

[21]. 최근에는 모방[22]이나 마음 그리고 감정[23]과 

련된 인간의 고차원 인 인지의 기 으로 일반화시

키려는 시도들이 이 지고 있다. 

거울신경세포시스템이 동작 이해와 모방에 여한

다는 연구에 기 하여 최근 재활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훈련방법이 바로 동작 찰훈련이다[24]. 이 훈련

방법은 최근 뇌졸 환자[25], [26], 킨슨환자[27], 근

골격계환자[28], 자폐아아동[29] 재활에서 유용한 훈련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한, 뇌졸  재활의 목 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보다는 이 에 학습되어 있는 운동 기술을 다시 획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과정에서는 손 운동회복을 

해 운동모방(Motor Imitation)을 많이 사용한다. 운

동모방은 운동 찰, 운동상상, 운동실행의 과정을 포

함하는 인지과정으로 범 한 신경 네트워크가 여

한다[30]. 특히, 동작 찰과 연습을 결합하면 운동기억

의 형성이 강하게 진되며 특정 동작을 찰하는 동

안 그 동작에 실제 사용되는 근육들의 운동유발

의 진폭이 증가한다[3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울신경세포시스템에 근간한 

동작 찰훈련이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

활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동

작 찰훈련만을 시행했을 때와 모방연습을 결합했을 

때를 비교하여 동작 찰훈련이 뇌졸  재활에서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

을 것인가에 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자

오늘날 인터넷 시 를 맞이하여 스마트폰과 자기

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의 동작 찰 훈련에 참여

한 뇌졸  상자들은 뇌졸  진단을 받고 지역 재활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  발생 후 6개월 이

상이 경과한 자 19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뇌졸 으로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인 자, 한

국형 간이 정신 상태검사(MMSE-K :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Korea) 수에서 24  이상인 

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자,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

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자로 선정하 다.

2.2 연구 도구

1) Wolf Motor Function Test : WMFT

뇌졸  환자군의 상지 기능을 평가하기 한 

WMFT는 동작 찰 훈련 과 후에 시행하 다. 이 

도구는 강제움직임유도치료를 받은 만성 뇌졸  환자

들의 상지 장애를 평가하기 해 개발되었다[32]. 나

에 이 도구는 17개 항목으로 었으며 2가지 근력 

측정과 15개의 기능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33]. 15

가지 과제를 하는 동안 수행시간과 기능  능력 척도

(Functional Ability Scale : FAS)를 측정한다. 이 도

구의 측정자간 신뢰도와 측정-재측정 신뢰도는 높다

[34]. 수행시간의 측정자간 신뢰도는 r=.97, 측정-재측

정 신뢰도는 r=.90으로 보고되었다. 기능  능력 수

에 한 측정자간 신뢰도는 r=.88, 측정-재측정 신뢰

도는 r=.95로 보고되었다. 과제들은  복잡해지며 

몸쪽 들이 참여하는 과제에서부터 먼쪽 들이 

참여하는 과제로 진행된다. 

상자들이 2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할 수 없으면 

시도를 단하고 기능  능력 수는 1 을 주며 수

행시간은 120 로 기록한다[34]. 수행시간 항목의 경

우 부분의 뇌졸  상자들이 검사 과제를 수행하

는데 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행시간 측정

값이 무 많게 나오는 바닥 효과(Floor Effect)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며[35], 본 연구의 목 이 근력보

다는 기능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상생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지의 움직임을 

WMFT FAS 수로만 평가하 다. 움직임의 질은 6

 척도로 수를 매기며, 가장 낮은 수인 0 은 

‘수행되지 않음’으로, 가장 높은 수인 5 은 ‘정상 

움직임’으로 되어 있다. 체 수 범 는 0에서 75

까지이다. 

2) 일상생활활동(Modified Barthel Index : MBI)

바델 지수는 일상생활동작 자립도를 평가기 으로 

하여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기능 호  변화를 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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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10가지의 구체 인 일상생

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변처리 동작

(Self-Care Index) 7개 항목과 가동능력(Mobility 

Index)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동작별로 5

단계의 수를 주게 되고, 100 을 만 으로 0∼24

은 ‘완  의존성’, 25∼49 은 ‘최  의존성’, 50∼74

은 ‘부분 의존성’, 75∼90 은 ‘약간 의존성’, 91∼99

은 ‘최소 의존성’, 100 은 ‘완  독립성’을 나타낸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9, 검사자간 신뢰도는 r=.95

로 알려져 있다[36].

2.3 연구 차

1) 측정 차

재 에 모든 상자들이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

활동 정도를 평가하 다. 훈련 과정은 4주 으며, 

상자들은 두 개 군인 일반 작업치료와 동작 찰훈련

군, 일반 작업치료와 동작 찰-신체훈련군으로 나뉘

어 주 3회, 회당 30분씩 훈련에 참여하 다. 재 후 

모든 상자들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정도를 

재평가하 다. 모든 과정을 완수한 상자들의 상지기

능과 일상생활활동 정도를 비교 분석하 다. 

2) 훈련 차

(1) 재 동 상

원격 진료  동 상을 한 과제 선정을 해 작

업치료학과 교수 1인, 박사과정의 작업치료사 1인 그

리고 석사과정의 작업치료사 3인이 논의한 후 뇌졸  

환자들에게 필요한 과제들로 선정하여 앞면과 면에

서 촬 하여 편집하 다.

(2) 차 

모든 상자들은 상자들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

여 회당 2개의 과제를 선택한다. 상자들은 조용한 

방에서 방 30cm에 놓인 15인치 컴퓨터 모니터 화

면을 바라보고 치료사는 동 상 재생과 함께 과제에 

필요한 동작과 특성을 구두로 제공한다. 동작 찰군은 

5분 동안의 동 상 찰만을 시행하고, 동작 찰-신

체훈련군은 5분 동안의 동 상 찰을 시행한 후, 

상자들은 찰한 동작을 반복 으로 10분 간 모방연

습을 한다. 

2.4 자료 분석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재 과 후의 WMFT FAS 값과 MBI 수를 비교

하기 해 응 t-검정으로 분석하 으며, 각 측정 시

간의 두 군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 t-검정으

로 비교하 다. 모든 통계 분석에서 유의수 은 α=.05

로 하 으며, 모든 자료는 SPSS ver. 18.0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Ⅲ. 결과

3.1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는 총 19명  남자가 11명, 왼쪽 편마비가 

11명, 뇌경색이 11명으로 더 많았다. Table 1에서와 

같이 평균 연령은 57.89 ± 11.03이었고, 유병기간은 

11.26 ± 5.82개월이었다.

General characteristics subject

gender
male 11

female 8

hemi-side
right 8

left 11

type of 

CVA

infarction 11

hemorrhage 8

age(year) 57.89 ± 11.03

period of illness(month) 11.26 ± 5.82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N=19)

3.2 상자의 상지기능

상자들을 동작 찰훈련군(9명)과 동작 찰-신체

훈련군(10명)으로 나눠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훈련 후 상자들의 상지기능은 동작 찰훈련군 

19.22 ± 10.44에서 25.78 ± 11.04로 유의한 증진

(p=.001)을 보 고, 동작 찰-신체훈련군은 24.20 ± 

9.15에서 29.10 ± 8.86으로 유의한 증진(p=.001)을 보

다(p<.05). 하지만 각 측정 시 간의 두 군의 차이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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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MFT FAS

p-value
 before after

action 

observation
19.22 ± 10.44 25.78 ± 11.04 .001*

action 

observational 

physical 

training

24.20 ± 9.15 29.10 ± 8.86 .001*

p-value .283 .477

표 2. 상자의 상지기능
Table 2. Upper extremity function of the subject

3.3 상자의 일상생활활동

상자들을 동작 찰훈련군(9명)과 동작 찰-신체

훈련군(10명)으로 나눠 실시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훈련 후 상자들의 MBI 수는 동작 찰훈련

군 61.22 ± 31.15에서 67.44 ± 29.80으로 유의한 증진

(p=.022)을 보 고, 동작 찰-신체훈련군 57.90 ± 

21.11에서 61.10 ± 20.17으로 유의한 증진(p=.009)을 

보 다(p<.05). 하지만 각 측정 시  간의 두 군의 차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roup
MBI

p-value
 before after

action 

observation
61.22 ± 31.15 67.44 ± 29.80 .022*

action 

observational 

physical 

training

57.90 ± 21.11 61.10 ± 20.17 .009*

p-value .787 .590

표 3. 상자의 일상생활활동
Table 3.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the subject

Ⅳ. 고 찰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시 에 인터넷, 스마트폰  

자통신기기의 많은 사용으로 인하여 동작 찰-신체

훈련이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연구 

상자는 19명이며 실험군 10명, 조군 9명으로 나

었다. 실험군은 통 인 작업치료와 동작 찰  신

체훈련을 병행하 고, 조군은 통 인 작업치료와 

동작 찰만을 시행하 다. 상자 선별 후 WMFT와 

MBI 평가를 시행하 으며 -후 평가를 실시하여 증

진 정도를 보고자 하 다. 

WMFT는 뇌졸  환자의 상지회복에 한 효과를 

보기 하여 사용하 고, MBI는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능력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동작 찰 훈련 집단이 치료 재를 

실시하기 과 재를 실시한 후의 WMFT와 MBI

수가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Ertelt 등

(2007)[37]의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

로 동작 찰훈련을 시행한 집단의 재 -후 결과 

비교 시 동작 찰 훈련 집단이 유의한 기능 향상을 

나타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동작 찰 훈련만을 시행한 군과 동작 찰 훈련  신

체 훈련을 병행한 군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작 로 배

정하여 상자 간의 제한  요인을 선별하지 못하

고, 만성 뇌졸  환자의 다양한 기능 수 을 고려하지 

못하 다. 한 상자의 수가 어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 본 연구의 제

한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동작 찰과 동작 찰-신체훈련 재를 통

하여 상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기능의 증진 

결과를 나타냄으로서 동작 찰의 효과를 입증하 다. 

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작 찰-신체훈련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

을 종합하여 뇌졸  환자에게 동작 찰-신체훈련을 

용할 때 뇌졸  환자의 손상 역과 마비측을 고려

하여 만성 뇌졸  환자의 운동회복을 한 재 근

법을 용하여 동작 찰-신체훈련에 한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동작 찰-신체훈련의 효과를 입증하는 유

용한 연구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뇌졸  환

자를 상으로 동작 찰-신체훈련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나 상자의 수가 어 결과를 일반화시

키기 어렵고, 재 로그램 선정 시 어려움이 따라 

동작 찰-신체훈련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여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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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한 추후 연구에서는 IT 기술과 기계공학의 

발달로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능력

을 보유한 로 의 실용화가 가능해 질 것이기에[38], 

로 의 움직임을 찰했을 때에도 거울신경세포시스

템이 활성화되는 지에 한 연구와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카메라가 리 보 되고 이를 이용한 

상 분석  활용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에[39] 

추후 연구에서는 3D 상을 촬 한 후 그 상을 

찰했을 때의 연구도 진행될 것을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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