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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동작관찰 디지털콘텐츠 활용교육과 동작관찰 없이 과제 지향적 작업치료
를 실시하여,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
상으로 무작위로 실험군(동작관찰)과 대조군(과제 지향적 작업치료)으로 각각 15명씩 나누어 1주일에 5회 총 30분씩 
5주간 실시하였다. 치료 중재 전과 후의 마비측 상지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HFT)과 Box and Block Test (BBT)를 실시하였고, 일상생활수행을 비교하기 위해 Korean-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BI)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수행은 증가하였고, 그룹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작관찰 디지털콘텐츠 활용교육과 과제 지향적 작업치료는 뇌졸중환자의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뇌졸중, 상지기능, 일상생활수행, 동작관찰 디지털콘텐츠 활용교육, 과제 지향적 작업치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ask-oriented occupational therapy without action observation 
training and action observation on hemiplegic patients' upper extremity functions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stroke patients were randomly and equal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ction observation) and a control 
group (task-oriented occupational therapy). They received the intervention five times per week, 30 minutes per 
each time, for five weeks. In order to look at upper extremity functions of the paretic side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HFT) and Box and Bock Test (BBT) were conducted 
and in order to compare activities of daily living, Korean-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BI)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s, upper extremity functions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both groups 
increased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refore, action observation and task-oriented 
occupational therapy had positive effects on stroke patients' upper extremity functions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Key Words : stroke, upper extremity functions, digital contents action observation educations, task-oriented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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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졸 은 뇌 의 손상으로 인해 래되는 갑작스런 

뇌손상으로, 국내 사망 원인  암, 심장질환 다음으로 높

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질병이다[1]. 이러한 뇌졸 으로 

인한 장애로는 운동 손상, 감각 이상, 실어증, 시지각 문

제, 인지기능장애로 인해 걷기, 옷 입기, 운동 등의 장애

등이 있으며, 특히 상지 기능의 장애는 사회  참여수

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를 경험

하게 된다[2,3]. 

일상생활활동은 부분 손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손 

기능의 장애는 클라이언트로 하여  심각한 신체 , 심

리 인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4]. 따라서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수행을 동시에 근한 연구가 필요

하다.

뇌졸 으로 인한 운동 손상  특히 상지 기능을 향상

시키기 한 표 인 것으로는 강제유도움직임치료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 CIMT), 과제 

지향  근법(task-oriented approach), 동작 찰(Action 

Observation, AO)등이 있다[5,6].

강제유도움직임치료(CIMT)란 비마비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마비측 상지를 집 으로 사용하는 치료법

으로, 상지 기능  일상생활동작능력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7,8]. 하지만 장시간 비마비측의 

제한으로 인한 심리  불안감, 일 일 훈련으로 인한 치

료의 과 한 부담감과 과도한 치료시간 연장(하루 6~7시

간) 등의 요소  환자의 작업참여 제한으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 용에는 한계가 있다[7].

과제 지향  근법(task-oriented approach)은 신경

학  손상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재활치료를 한 근법

으로 클라이언트가 과제-특수화(task-specific) 략을 배

워 변화하는 환경에 응하는 방법으로[8], 과제 목표달

성에 필요한 능력을 배우고 다양한 상황에 한 응성

을 증가시킴으로써, 문제해결 능력 향상  효과 인 보

상 략을 제공한다[9]. 이는 단순한 반복 인 연습이 아

니라 뇌졸  환자에게 실제 으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함

으로써 반 인 삶에 필요한 기능  활동을 효과 으로 

제시하는 효율 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10]. Jang 등

[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제 지향  근법으로 인해 

손상측의 일차감각운동 역피질(primary sensorimotor 

cortex)의 뇌 류량의 증가를 fMRI에서 찰하 고, 상

지의 기능 증진 한 보고되었다. 과제 지향  근법은 

일상생활에도 향을 미쳤는데, 과제 지향  작업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동작 수행력이 통 인 재활치료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8].  다른 연구에서도  과제 지향

 근법을 통한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 훈련이 뇌

졸  환자의 작업수행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5,6]. 그리고 동작 찰을 통한 운동의 기능 인 운동수

행능력에 증진을 이끌 수 있는 동작 찰(action observation) 

훈련이 상지 기능 향상에 더욱더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다[9]. 동작 찰훈련이란 동작을 찰하고 찰을 통해 

반복 으로 훈련 하는 방법으로, 거울신경세포시스템

(mirror neuron system; MNS)에 기 를 두고 있는 이론

이다[10]. 거울운동신경세포시스템이란 ‘거울처럼 비춘

다’라는 의미로 찰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

처럼 느낀다는 것으로, 찰만으로도 실제 으로 활동에 

여하는 뇌부 가 활성화됨으로써 뇌졸  환자의 운동

에 한 기능 인 증진을 할 수 있다[11,12].

이러한 동작 찰에 한 선행연구로는 동작 찰훈련

이 운동피질(motor cortex) 활성화[13]  손조작능력의 

향상[12,14] 뿐만 아니라, 목  있는 활동을 통한 상지 기

능의 활성화[15,16]에도 기여 한다고 보고하 다. 한, 

박선자와 배선 [17]의 연구에서는 동작 찰훈련이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동작 찰 훈련

을 통해 상지 기능의 증진에 국한되어 있고, 일상생활수

행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지만, 상지 기능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과의 계에 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많은 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들을 상으로 상지

기능  일상생활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제

시하여, 동작 찰 디지털콘텐츠 활용교육 수행 그룹과 

동작 찰 없이 과제만을 수행한 그룹의 상지 기능과 일

상생활수행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 동작 찰 디지털콘텐츠 활용교육과 과제 지향  작업

치료의 융합이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

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를 통해 뇌졸 환자의 보다 효율 인 치료방

법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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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뇌졸  

진단을 받고 구시 N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

환자 30명을 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

한 자로 선정하 다. 상자들은 한국어  간이 정신상

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K, MMSE-K)

에서 24  이상이나 30 을 제외한 자로, 주의집 력  

계산 역과 기억회상에서 각 각 3   2  이하인자로, 

인지  지각 장애가 없으며 치료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

고, 시력과 청력, 감각이 정상범 에 있으며, 다른 신경학

 장애나 정형외과  손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 

환측 손으로 Box and Block Test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

정하 다.

2.2 검사방법

성인 뇌졸  환자 30명을 무작 로 두 집단으로 나

어, 조군 15명에는 동작 찰 없이 과제 지향  작업치

료 로그램을 재하 고, 실험군 15명에게는 동작 찰 

을 통한 과제 지향  작업치료 로그램을 실시하 다. 

과제 지향  작업치료 로그램의 내용은 수건 기, 물 

컵 들어 마시기, 테이블 닦기, 수도꼭지 열고 닫기, 병뚜

껑 열기, 책장 넘기기, 화걸기, 문고리 열기, 머리 빗기, 

비 가지고 손 씻기와 같은 열 가지 과제를 방  등

[18]의 방법에 따라 동작 찰과 반복연습 단계로 나 어 

시행하 다. 10개의 과제들은 정면, 측면, 윗면에서 촬

하여 상자들이 동 상을 3차원으로 찰할 수 있도록 

하 다[15]. 상자들은 동 상 2분 찰 후 5분 모방훈

련, 3회 반복으로 총 21분 동안 찰된 동작의 방법에 따

라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모방하여 반복 으로 연습하

고, 각각의 과제는 하나의 과제를 찰 후 활동을 실시하

는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 다[15]. 

조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과제 10가지 과제를 실시

하 고, 훈련 차는 5분간 과제 훈련을 실시하고, 2분간 

휴식 후 총 3회간 총 21분간 소요되었다[15].

수도꼭지 열고 닫기, 문고리 열고 닫기, 비 로 손 씻

기는 서서 수행하 으며, 나머지 7가지 과제는 모두 앉아

서 수행하 다. 한 각 과제당 장소 이동은 1분 내외로 

이동 시 걸리는 시간은 과제 수행에서 제외하 다. 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치료사에 의해 약간의 신체  도움 

 동작 수정을 한 피드백을 제공하 다.

두 군의 재는 1주일에 5회 총 30분씩 5주간, 훈련을 

받은 작업치료사 7명에게 재되었다. 조군과 실험군

은 매주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주 2회씩 실시하 고, 

재  후, 환자의 상지 기능을 평가하기 해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HFT), Box and Block Test 

(BBT)를 사용하 으며, 일상생활수행을 평가하기 해 

Korean-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BI)를 

실시하 다.

2.3 검사도구

2.3.1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HFT)

1969년 Jebsen 등에 의해 고안된 검사로 7가지의 하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

는 손 기능을 검사하는 평가 도구이다. 각 하  검사는 

씨쓰기, 카드 뒤집기, 작은 물건집기, 먹기 흉내 내기, 

장기말 쌓기,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이며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가 있다. 평가는 각 검사의 소요 시간( )을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되어있다[19]. 손에 장애를 가진 환

자의 우세손인 경우에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67∼.99

의 범 를 갖고, 비우세손인 경우 .60∼.92의 범 를 갖는

다[20]. 본 연구에서는 김정환 등[21]이 제시한 신 수체

계의 총 을 이용하 다.

2.3.2 Box and Block Test (BBT)

손가락의 기민성  운동 응능력을 평가하는 도

구로, 5세 이상의 아동  성인에게 용이 가능한 상지 

기능 평가도구로 검사방법은 2.5cm의 정육면체 나무도

막을 한쪽 상자에서 다른 쪽의 상자로 1분간 옮긴 블록의 

개수를 수로 사용한다[2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왼손

은 r=.94, 오른손은 r=.98로 높은 편이며, 평가자간 신뢰

도는 오른손 왼손 각 각 1.00, .99로 높은 연 성을 가진

다[23].

2.3.3 Korean-version of Modified Barthel Index 

(K-MBI)

Barthel 등이 1965년 개발한 Barthel Index를 Saha 등

[24]이 1989년 수정·보완한 일상생활평가도구이다. 1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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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구체 인 일상생활활동을 신변처리 7개항목과 가동

능력 3개의 항목으로 나 고 도움의 정도에 따라 5단계

로 수화 하고 있으며 100 이 총 이다. 0∼24 은 완

 의존성, 75∼90 은 약간의 의존성, 91∼99 은 최소 

의존성, 100 은 완  독립성을 나타낸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 검사자간의 신뢰도는 .95로 알려져 있다

[24].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해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징에 한 동질성을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 다. 한, 실험군과 조군의 상지 기능

과 일상생활수행에 한 재 ·후의 비교는 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 고, 상지 기능과 일상생

활 수행력에 한 재 과 후의 집단의 상호작용을 알

아보기 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다. 각 통계학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유의 수 은 

α= .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는 성인 뇌졸  환자를 상으로 실험군과 

조군의 일상생활수행  상지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실시하 고,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Table 1>. 

성별은 실험군이 남자 7명 여자 8명 이었고, 조군에

서는 남자가 3명 여자는 12명이었다. 마비부 는 실험군

에서는 왼쪽마비 8명 오른쪽 마비는 7명을 나타내었고, 

조군은 각각 9명과 6명이었다. 연령은 실험군은 평균 

68.73세, 조군은 59.87세이었다. 발병기간은 실험군은 

약 6개월, 조군은 약 13개월이었다. 한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한 

BRS(Brunnstrom Recovery Stage)에서 손 기능은 양쪽 

군에서 평균 4단계 경련성의 감소로 몇 가지 손운동이 가

능하며, 약간의 독립 인 운동 등이 나타난다[25] 

<Table 1>.

그리고 재  실험군과 조군의 상지 기능  일상

생활수행 간에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Categories Items
AOT* Control

N % N %

gender
male 7 46.7 3 20.0

female 8 53.3 12 80.0

paretic side
left 8 53.3 9 60.0

right 7 46.7 6 40.0

age

40∼49 years 2 13.3 1 6.7

50∼59 years 7 46.7 3 30.0

60∼69 years 4 26.7 2 13.3

70∼79 years 2 13.3 6 40.0

≧80 years 0 0 3 20.0

average 68.73±13.40 59.87±7.97

Time since 

stroke

(month)

0∼6 8 53.3 5 33.3

7∼12 6 40.0 6 40.0

13∼18 1 6.7 4 26.7

average 6.06±3.08 13.73±11.64

BRS
hand (before) 4.90±.64 4.93±.80

hand (after) 5.27±.70 5.20±.68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 ±SD t p

JTHFT
AOT* 36.80±19.68  

1.68 .11 
control 26.13±14.80 

BBT
AOT

*
27.40±16.32

.31 .76
control 28.80±6.79

K-MBI
AOT* 56.00±16.79

.71 48
control 61.60±25.33 

<Table 2> Comparison of Upper Extremity
            Functions and ADL i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2 상지 기능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재 과 후의 상지 기능을 비교

해본 결과 실험군과 조군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JTHFT에서는 실험군에서는 

재 에는 36.80±19.68에서 59.53±18.29로 유의한 차이

가 났고, 조군에서도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내었다. BBT에서도 실험군에서는 27.40±16.32에서 

43.40±10.56로 증가되었고, 조군에서는 28.80±6.79에서 

38.13±8.74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 상지 기능의 향상

을 나타내었다<Table 3>.

상지 기능의 재 과 후의 집단과 치료효과에 한 

상호작용를 알아본 결과 BBT에서는 집단간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F(1,56) = 1.33, p = .25), 주효과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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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본 결과 그룹 간 차이는 없었고, (F(1,56) = .45, p = 

.51), 치료 과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F(1,45) = 

19.23, p < .01). 

한, JTHFT에서 집단과 치료효과에 한 상호작용

은 없으며(F(1,56) = .01), 주효과는 JTHFT 에서는 그룹간 

(F(1,56) = 6.11, p = .02), 치료 과 후 (F(1,56) = 24.45, p 

< .01)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4>.

Pre-test Post-test
t

M ±SD M ±SD

BBT
AOT 27.40±16.32 43.40±10.56 4.86*

control 28.80±6.79 38.13±8.74 6.02*

JTHFT
AOT 36.80±19.68 59.53±18.29 8.60

*

control 26.13±14.80 47.93±16.61 13.11*

<Table 3> Pre-Post comparison of Upper
           Extremity Function in AOT and Control

main effects F p

BBT

group (AOT, Control) F(1,56) = .45 p = .51

therapy 

(pre-test, post-test)
F(1,56) = 19.23 p < .01

group*therapy F(1,56) = 1.33 p = .25

JTHFT

group (AOT, Control) F(1,56) = 6.11 p = .02

therapy 

(pre-test, post-test)
F(1,56) = 24.45 p < .01

group*therapy F(1,56) = .01 p = .92

<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 AOT and 
Control in Upper Extremity Function

3.3 일상생활동수행력의 점수 변화

일상생활수행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동작 찰을 한 그룹(실험군)과 과제 지향  작업치료를 

실시한 그룹( 조군)에서 재 과 후 모두 통계학 으

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실험군에서는 재 과 후 

16.13±6.26의 수 향상을 보 고, 조군에서는 

10.20±.42의 수향상을 보여, 실험군에서 더 많은 일상

생활수행이 향상되었다<Table 5>.

두 그룹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결과, 집단과 그룹간

의 상호작용은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F(1,56) = .33, p = .57), 집단간 효과(AOT, control)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료 

과 후의 치료효과에 해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F(1,56) = 6.57, p = .01) <Table 6>.

Pre-test Post-test
t

M ±SD M ±SD

AOT 61.60 ±25.32 77.73 ±19.05 -3.60*

Control 56.00 ±16.79 66.20 ±17.21 -4.35*

<Table 5> Pre-Post comparison of ADL in AOT 
and Control

main effects F p

K-MBI

group (AOT, Control) F(1,56) = 2.78 p = .10

therapy 

(pre-test, post-test)
F(1,56) = 6.57 p = .01

group*therapy F(1,56) = .33 p = .57

<Table 6> Comparison between the AOT and 
Control in ADL

4. 고찰

뇌졸 환자는 운동기능 장애, 감각 손실, 인지기능 장

애로 인해 반 인 일상생활활동의 장애로 독립 인 생

활  사회  참여를 제약받는다[26]. 일상생활활동은 

부분 손으로 이루어지며, 뇌졸  재활에 있어서 상지 기

능회복과 독립 인 일상생활활동은 요하다[10,11].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

상시키기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환자의 동기 부족  실제 생활과 맞지 않은 치

료법으로 인해 효율성이 하되고 있다[18]. 과제 지향  

근법은 실제 과제를 반복 으로 연습시킴으로써 문제 

해결 략을 제시하고, 동작 찰 디지털콘텐츠 활용교육

은 동작을 찰함으로써 신경계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알

려져 있다 [18,26,27].

본 연구는 뇌졸  환자 30명을 상으로 임상에서 

리 사용되는 치료방법인 과제 지향  작업치료 로그램

( 조군)와 동작 찰 디지털콘텐츠 활용교육(실험군)으

로 하여 상지 기능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력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과제는 수

건 기, 물 컵 들어 마시기, 테이블 닦기, 수도꼭지 열고 

닫기, 병뚜껑 열기, 책장 넘기기, 화걸기, 문고리 열기, 

머리 빗기, 비 가지고 손 씻기의 총 10가지 과제를 실험

군은 동작 찰 후 수행하 으며, 조군은 동작 찰 없

이 단지 10가지 과제만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실험군과 조군 모두 상지 기능과 일

상생활활동의 증진을 보 지만, 동작 찰그룹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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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더 유의하게 증가하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Franceschini 등 [12]에 의하면 뇌졸  환자 28명을 상

으로 주 5회 4주간 동 상을 이용한 동작 찰 훈련을 실

시한 그룹과 동작 찰 없이 과제를 수행한 그룹에서 두 

그룹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동작 찰을 통한 움

직임을 실시한 그룹에서 상지기능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활동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하

다. Yavuzer[2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졸  발병 후 

12개월이 지난 40명에게 동작 찰 훈련을 4주간 주 5회 

실시 한 그룹과 동작 찰 없이 과제만 수행한 그룹을 비

교하 을 때, 동작 찰을 통한 그룹이 Brunnstrom 

stages의 상지기능  손기능이 동작 찰을 한 그룹에서 

증진하 고, 일상생활활동 역  자기 리(self-care)

역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6개월 후에도 여 히 

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라고 보고하 다. 한, 

정우식 등[2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졸  발병 후 6개

월이 지난 환자를 상으로 동작 찰 훈련을 10회간 실

시하 을 때, 뇌졸  환자의 상지기능은 16∼23%로 증가

하 으며, 일상생활활동은 실험 에 비해 약 23%∼36%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고하 다. 와 같은 선행연구는 

동작 찰을 통한 과제 지향  훈련이 뇌졸  환자의 상

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도 정 인 향을 미쳐 본 연

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실험군과 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작 찰을 용한 그룹에서 더 많은 

상지기능 향상  일상생활수행이 향상을 보고하 으므

로, 임상 으로 뇌졸  환자의 기능  회복을 해 동작

찰을 통한 과제 지향  작업치료가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에 보다 더 정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작 찰시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활성화를 통한 신경계의 구조 인 변화를 일으

켜, 같은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보다 더 유의한 증진을 보

다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디지

털 콘텐츠를 이용한 동작 찰 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

료시간 이외의 시간  퇴원 후 환자를 한 홈 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수 있다. 보호자교육  환자교육을 통

해 바르고 정확한 동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 찰 동 상 제작에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수단  일상생활활동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이나 학

습  인지과제를 한 상을 제공하여 성인뿐만 아니

라 아동에게 도움을  수 있으며, 근 골격계 환자  

단환자에게도 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동작 찰 디지털콘텐츠 활용교육과 과제 

지향  작업치료의 융합이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험군과 조

군을 각 각 15명으로 무작 로 나 어 실시하 다. 실험

군은 동작 찰을 통한 10가지 과제를 실시하 으며, 

조군은 동작 찰 없이 동일한 과제 10가지를 5주간 실시

하 다. 두 그룹 모두에서 상지 기능  일상생활활동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 한,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료 

과 후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결론 으로 동작 찰 훈련과 과제 지향  치

료 모두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의 회복과 일상생활활

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치료 재 방

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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