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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과제 지향  상상훈련이 만성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실시하 다. 연구 상은 3개월 이상 경과된 만성 뇌졸 환자 30명으로 실험군과 조군에 각각 15명씩 

분배하 다. 실험군은 과제 지향  훈련과 상상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 으며, 조군은 과제 지향  훈련만

을 실시하 고, 모든 재는 8주간 주5회 회30분씩 시행되었다. 재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해 상지 기능

은 MFT, OPTIMAL을, 일상생활활동은 MBI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군과 조군 모

두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향상을 보 으며(p<.001), 실험군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effect the task‐oriented imagination training of chronic stroke patients have on the 

function of upper limb and their daily activities(: ADL). The research subjects were composed of 30 chronic stroke patients with 

over three months of ailment history, with each group composed of 15 patients assigned to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 experiment group was subjected to the task‐oriented training and the imagination training at the same 

time, while the control group was subjected to the task‐oriented training only. All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for 5 times per 

week over the period of 8 weeks and 30 minutes per session. In order to monitor the changes as a result of the Intervention 

program, the MFT and OPTIMAL were employed for the upper limb function while the MBI was employed for the ADL to 

measure the value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pectively, with the results shown below. As a result, MFT, OPTIMAL 

and MBI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in group. And Mental practice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키워드

Mental Practice, Chronic Stroke, ADL, Upper Limb Function

상상 훈련, 만성 뇌졸 , 일상 생활 활동, 상지 기능

Ⅰ. 서 론 뇌졸 이란 뇌 의 이상으로 뇌 조직에 출 이 

발생하여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지배하는 뇌의 기능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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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실되는 뇌  질환을 말한다[1]. 뇌졸  환자의 

증상은 손상 부 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운동 

 감각 장애, 인지장애, 정서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

상이 나타난다[2-3]. Ryerson[4]은 뇌졸  환자들의 

부분이 환측 하지는 보행을 통해 지속 으로 사용

되어지지만, 환측 상지는 학습으로 인한 구축과 비사

용, 비 칭 인 자세 패턴 등의 문제를 래하며, 기

능  제한이 더 심해진다고 하여, 상지 기능을 증진시

키기 한 재활치료학  근방법의 요성은 지속

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다.

근래에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 회복을 한 효과

인 치료  근법들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그 로 수정된 강제유도 치료, 과제 지향  훈련, 동

작 찰훈련, 바이오피드백, 거울 치료 등이 뇌졸  환

자의 상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한 재들로 제시되

고 있다[5-9]. 이  과제 지향  훈련이란 기존의 단

일 동작을 반복 훈련하는 것과는 달리 기능  과제에 

을 맞춰 부여된 문제들을 반복 으로 훈련시킴으

로써 효과 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10]. 정재

훈 등[11]의 연구에서는 과제 지향  상지 운동이 뇌

졸  환자의 환측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

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으며, Wu 등[12]의 연구

에서는 실제 동 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동  

기 과제를 수행했을 때 동 이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보다 더욱 빠른 움직임을 가능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과제 지향  상지 운동은 뇌졸  환자에게 실

제 일상생활활동 향상에 효과 인 도움을 주는 다양

한 기능  활동들을 제시하는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

다[13]. 

이러한 신체  활동을 통한 상지 기능의 치료뿐만 

아니라 상상훈련을 이용한 치료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상상훈련이란 치료사가 과제에 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동안 신체의 움직임을 사용하지 않고 머릿

속으로 움직임을 상상하며, 이를 통하여 운동기술을 

습득하고 증진시키는 운동학습 방법이다[14].

상상훈련은 신경학 으로 뇌 회로망의 활동을 증진

시키는 인지  조 로[15], 특히, 배쪽 운동피질 역

(Dorsal premotor cortex area), 상두정엽 역

(Superior parietal lobe area), 그리고 두정내고랑

(Intrapatietal sulcus)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 졌다

[16]. 이로 인하여, 재활 분야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 

상상훈련이 정 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 상상훈련에 한 새로운 재 방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7].

Page 등[18]은 상상연습이 뇌졸  이후 상지의 운

동기능을 향상하 다고 보고하 으며, Hewett 등[19]

은 상상연습을 뇌졸  환자에게 실시하여 상지 기능

과 일상생활에 정 인 효과를 보 음을 보고하 다. 

한 방  등[20]은 아 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하여 상상훈련이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향

상을 보 다고 보고하 고, 황정하[21]의 연구에서는 

상상연습 로그램이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에 

정 인 향을 미쳐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향상시

킨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꾸 히 상상훈련을 통한 뇌

졸  환자의 기능 회복과 련된 연구들이 꾸 히 이

루어지고 있으나,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한 상

지 기능과 일상생활에 련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제 지향  상상훈련과 기존 

통  과제 지향  훈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며, 아울러 만성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연구 상

본 연구는 주 역시 소재 C 재활 병원에 입원 

인 만성 뇌졸  환자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험 참여에 동의한 환자 30명을 선정하 으며, 본 연

구의 상자 선정기 은 뇌졸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인 자,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검사(MMSE-K) 

수가 24 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운동장면 

상상 검사(VMIQ)에서 평균 2.26이상인 자, 청력장애

와 시각장애가 없는 자, 편측 무시가 없는 자로 선정

하 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체 연구 상자는 30명으로 일

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치료 재  상자

를 선정 하기 해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mation- Korean v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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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K)와 운동장면 상상 검사(Vividness of 

Movement Imagery Questionnaire : VMIQ)를 사용하

여 선별하 다. 그 결과 일반  특성에서 실험군과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을 확인하 다.

2.2 연구 도구

2.2.1 상자 선정 도구

2.2.1.1 한국  간이 정신상태검사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 

version)는 권용철과 박종한[22]에 의해 한국 으로 

번역되어 검사자간 신뢰도가 .99로 인정받고 있는 도

구이다. 총 30개 문항이며, 지남력(10문항), 기억력(6문

항), 주의 집   계산(5문항), 언어 기능(7문항), 이

해  단(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서 수행할 수 없을 때 0 , 정확하게 수행할 시 1 이 

주어지며 총 수는 30 으로 나타낸다. 무학인 경우 

시간 지남력(1 ), 주의 집   계산(2 ), 언어 기능

(1 )에 가산 이 부여되며, 각 역의 최 수는 넘

지 못하도록 하 다. 19  이하는 확정  치매, 20

에서 23 은 치매의심, 24  이상은 확정  정상으로 

구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 손상이 없는 것으로 

정되는 24  이상 받은 환자를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2.2.1.2 운동장면 상상 검사

VMIQ(: Vividness of Movement Imagery 

Questionnaire)는 상자가 본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상상훈련이 가능한 지를 단하기 해 사용하 다.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뚜렷하

게 상상하는 1 에서부터  동작을 상상할 수 없

는 5  척도로 측정된다. VMIQ의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76이다. Isaac과 Marks[23]의 연구에서 정상인

의 평균 VMIQ 수를 2.26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상능력이 평균 이상인 사람을 선정

하기 해 VMIQ의 평균 수 2.26이하인 사람을 연

구 상자로 선정하 다.

2.2.1.3 시지각 검사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N=30)

Table 1. Gerneral characteristice of the subject  

Mental 
practice 
group

Control 
group x2/z

Mean±SD Mean±SD

Sex(n)

Male 8 6
1.607

Female 7 9

Age 59.06±11.21 60.33±16.53 .771

On
set
(mon)

13.66±11.73 13.60±10.21 .917

Paretic side

Right 10 8
.134

Left 5 7

MMSE-K 27.13±2.53 26.26±2.37 .359

VMIQ  1.49±0.14  1.72±0.19 .101

MVPT(: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는 

시지각  편측무시 여부를 검사하기 한 도구로써 

총 5개 역과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Bouska

와 Kwantny[24]에 의해 표 화된 도구로, 검사-재검

사간 신뢰도 범 는 .77〜.83이다. 편측무시는 정답 수

와 계없이 오른쪽과 왼쪽에 답한 문항 수를 계산하

여 상자가 답한 문항이 한쪽으로 심한 불균형을 이

루는지를 통해 편측무시를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훈련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편측무시 환자

를 구분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하 다.

2.2.2 실험 도구

2.2.2.1 뇌졸  상지 기능 검사

MFT(: Manual Function Test)는 상지의 기능회복 

과정과 일상생활동작의 실제 활용 수 을 반 하고 

있는 도구로써[25], 상지운동(4항목), 장악력(2항목), 

손가락 조작(2항목)으로 구성되고 각 하 검사에서 가

능한 경우 1 , 불가능한 경우 0 으로 처리되며, 총

은 32 이다. 연구에서는 상지 기능의 변화를 알아

보기 해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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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운동기능

OPTIMAL(: Outpatient Physical Therapy 

Improvement in Movement Assessment Log)은 

Guccione 등[26]이 개발한 측정도구이며, 총 21개의 

문항으로 체간, 상지, 하지를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

에 한 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어려움 없음 1 , 약간

의 어려움 2 , 등도 어려움 3 , 많은 어려움 4 , 

 못함 5 으로하여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

구의 신뢰도는 Crobach`s a=.85(체간), Cronbach`s 

a=.94(상지), Cronbach`s a=.95(하지)이다. 본 연구에서

는 상지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상지(6항목)만

을 사용하 다. 

Participant
(n=30)

Pre-test
(MFT, OPTIMAL, MBI)

Mental 
practice 
group
(n=15)

Control 
group
(n=15)

Mental practice 
training 30min
/day, 5days/week, 
8week

Task oriented 
training 30min
/day, 5days/week, 
8week

Post-test
(MFT, OPTIMAL, MBI)

Analysis

그림 1. 연구 설계

Fig. 1 Study diagram

2.2.2.3 수정바델지수

MBI(Modified Barthel Index)는 Mahoney와 

Bathel[2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독립 인 기능과 일

상생활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신변 처리 동작 7

개 항목과 가동능력 3개 항목으로 총 10가지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은 100 으로 환자의 일상생활수행 시 직 인 찰

과 면 을 통해 의존의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는 상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독립 인 능력과 수행능

력을 평가하기 해 사용하 다.

2.3 연구 차

연구에 참여하는 상자의 일반 인 정보 등은 의

무기록을 통해 확인하 다. 상자들은 같이 배분된 

숫자 ‘1’과 ‘2’ 카드를 상자가 뽑기를 통해서 ‘1’은 실

험군, ‘2’는 조군을 무작 로 분류하 으며, 구체

인 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2.3.1 통  과제 지향  훈련

통  과제 지향  훈련은 작업치료실에서 등받이

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하 다. 훈련 동안 

양하지와 양 발을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 으며, 

필요한 경우 치료사가 보조를 해주도록 허용하 다. 

상자의 수 과 기능에 따라 한쪽 손을 사용 할 경

우는 환측 상지만을 사용하게 하 으며, 두 손을 사용

해야 할 경우는 양손을 사용하게 하 다. 통  과제 

지향  훈련에 사용된 과제는 벽 기, 수건 기, 동

을 다른 손으로 옮기기, 병과 캔 뚜껑 열고 닫기, 

라스틱 컵에 물 붓기, 주 자로 컵에 물 붓기, 선반

에 물건 놓기, 드라이버 사용과 같이 선행문헌[28-29]

을 참고하여 선정하 으며, 각 집단의 상자들은 8주

간 주 5회 1회 30분씩 시행하 다.

2.3.2 상상훈련 로그램

상상훈련은 8주간 주 5회 1회 30분씩 실시하 다. 

상상훈련을 하는 동안 상자가 집  할 수 있도록 

조용한 치료실에서 의자에 앉아 최 한 편안한 자세

를 유지하는 등 상상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받

지 않는 환경을 구성하 다. 상상훈련 로그램은 

비운동, 상상훈련, 과제 지향  훈련, 마무리 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상상훈련에 사용한 과제는 통  과제 

지향  훈련에서 사용되는 과제들로 하 으며, 비운

동과 마무리 운동은 깊은 호흡 운동, 양쪽 견  굴

곡 운동, 견  으쓱 올리기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

시한 호흡운동과 가동범  증진방법을 참고하

다[30-31]. 상상훈련은 운동장면 상상 검사(VMIQ)를 

통해 시각  상상과 운동성 상상  상자에게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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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으로 실시하 다. 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각각 5분씩 용하 고, 상상훈련은 연구자가 5분 분

량으로 상자에게 을 감게 하고 상상훈련에 한 

지시문을 읽어 주면서 상상을 하도록 한 후 15분간 

해당 과제를 수행하 으며, 상자가 지속 으로 상상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상상훈련 도  2회 이

상 련 질문을 하 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으며, Chi-squared test와 

Mann-Whitney U-Test를 통해 동질성과 각 집단 간

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한 훈련 ․후를 

비교하 고, Wilcoxon Mached-Pairs Singed - 

Signed-Ranks Test를 통해 각 집단 내의 상지 기능

과 일상생활활동에 한 훈련 ․후를 비교하 다.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 수

은 .05로 하 다.

표 2.  집단 간 실험 , 후 변화

Table 2. Changes of before and after experiment between groups

Mental practice group Control group

Pre Post
Z

Pre Post
Z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FT  12.80±7.34  19.53±6.22 -3.422*** 11.40±4.06 14.73±4.69 -3.311***

OPTIMAL  23.00±5.29  17.26±5.31 -3.425*** 23.20±4.12 19.73±4.75 -3.305***

MBI

Personal 
hygiene

  2.46±1.12   3.86±0.74 -3.250**   2.40±1.24   3.06±0.96 -2.271*

Bathing   2.60±1.05   3.20±1.08 -2.460*   2.20±1.20   2.73±1.22 -2.070*

Feeding   4.73±2.12   7.00±1.46 -2.913*   3.60±2.22   5.00±1.96 -2.646**

Dressing   4.66±2.60   6.73±2.37 -2.751**   3.66±2.63   5.06±2.86 -2.333*

Total 64.00±19.43 74.06±17.31 -3.298*** 54.20±24.82 60.20±26.08 -3.071***

*p<.05, **p<.01, ***p<.001

표 3. 집단 간 , 후 비교

Table 3. Comparisons of before and after experiment between groups

Mental 

practice 

group

Control 

group

Mental 

practice 

group

Control 

group

Pre
Z

Post
Z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FT  12.80±7.34  11.40±4.06  -.459  19.53±6.22  14.73±4.69 -2.057*

OPTIMAL  23.00±5.29  23.20±4.12  -.230  17.26±5.31  19.73±4.75 -1.210

MBI

Personal 
hygiene

2.46±1.12 2.40±1.24 -.068   3.86±0.74   3.06±0.96 -2.244
*

Feeding 4.73±2.12 3.60±2.22 -1.493   7.00±1.46   5.00±1.96 -2.753**

Total 64.00±19.43 54.20±24.82 -1.099 74.06±17.31 60.20±26.08 -1.49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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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귀 분석

다음 회귀분석의 회귀등식은 식(1)과 같다.

    ··· (1)

본 연구에서는 상지기능이 일상생활활동에 얼마나 

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해 사용하 다.

Ⅲ. 연구 결과

3.1 재에 따른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변화

재에 따른 실험군의 모든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일상생활활동에

서 개인 생, 목욕, 먹기, 옷 입기가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p<.05)(p<.01). 조군 역시 재에 따른 모든 평

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1)(p<.001), 일상

생활활동에서 개인 생, 목욕, 먹기, 옷 입기가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p<.05)(p<.01).

3.2 재에 따른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변

화 비교

재  실험군과 조군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

활동을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후 실험군과 조군의 상지 기

능과 일상생활활동을 비교한 결과 MFT에서 군 간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OPTIMAL과 MBI에서는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MBI의 세부항목인 개인 생과 먹기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p<.01).

3.3 상지기능이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향

상지기능이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향은 식(1)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4]. 그 결과 상지운동, 

장악력, 손 조작기술의 수가 낮을수록 OPTIMAL의 

수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즉, OPTIMAL의 수

가 낮아질수록 상지운동, 장악력, 손 조작기술의 수

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분석 결과 R=.878으로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향은 70.8%라고 할 수 있다. 

= 31.436 - 0.798*a - 0.394*b - 0.904*c (2)

여기에서 a는 상지운동을, b는 장악력, c는  손조작

기술을 나타낸다.

표 4. 상지기능이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향

Table 4. impact on upper limb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MFT

OPTIMAL

B β

(Constant) 31.436

Upper movement -.798 -.415

Grip -.394 -.113

Manipulation -.904 -.391

∆  .708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과제 지향  상상훈련이 만성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

에 해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상상훈련은 신체의 

움직임을 수행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 움직임을 상

상하고 해당 과제를 반복 으로 연습하여 운동기술을 

습득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 방법이

며, 시각  상상과 운동성 상상으로 나뉘게 된다[32]. 

시각  상상은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의 신체 움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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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인 에서 상상하는 방법이며, 운동성 상

상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움직임에 한 내 인 

에서 상상하는 방법이다[33]. 상상훈련의 장 으로는 

동기 유발과 목표에 한 기 치를 높이고 값비싼 도

구를 사용하지 않아 상상훈련을 한번 학습하게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4]. 

정청희 등[35]의 연구에서는 운동성 상상이 실제로 

운동을 할 때의 느낌을 얻을 수 있어 추천되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운동장면 검사(VMIQ)를 통해 시각  

상상과 운동성 상상  상자가 상상하기 편한 방법

으로 시행하 으며, 상상훈련을 신체연습과 병행하여 

상상훈련의 효과를 최 화 하고자 하 다. Dunsky 등

[36]의 연구에서 신경계 병변이 있는 환자를 상으로 

상상훈련의 정 시간이 10분 이내가 좋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상훈련을 5분으로 하여 연

구 상자가 효과 으로 주의집 을 잃지 않고 따라 

올수 있도록 하 으며, 상자가 정확하게 상상을 하

고 있는지 찰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해 상상

훈련동안 2회 이상 질문을 실시하여 상자의 실수를 

최 한 이도록 하 다. 효율 인 상상훈련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상상훈련  비 운동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도록 하 다. 이는 Lamirand와 

Rainey[37]의 연구에서 상상을 돕기 한 이완을 먼  

하고 상상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 이라는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상자의 능동 인 참

여를 격려하기 하여 일상생활에 용 할 수 있는 

실질 인 과제를 사용하 다. Maclean 등[38]은 실

과 련된 훈련, 동기부여와 능동  참여가 부가된 

재법이 뇌졸  후 기능 증진에 더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상지 기능을 알아보기 하여 MFT, 

OPTIMAL을 사용하 고,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해 MBI를 사용하 다. 그 결과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과제 지향  상상훈련이 임상

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 지향  상상훈련군과 통  과제 지향  훈

련군 모두 MFT, OPTIMAL에서 상지 기능의 유의한 

향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정재훈 등[11]의 연구

에서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과제 지향  상지 

운동을 실시하는 실험군이 작업치료만을 용하는 

조군에 비해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Wu 등[12]의 연구에서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하여 실제 동 을 는 과제를 수행

하는 것이 동  없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부드럽

고 효율 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한 Page 등[18]의 연구에서 5개월 된 뇌졸  환

자 1명을 상으로 하여 상상연습을 실시한 후 신경

발달 진치료(NDT)를 실시하여 상자의 상지 기능

이 향상되었으며, 상상연습은 뇌졸  후운동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Hewett 등[19]도 만

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상상

훈련을 통한 팔의 뻗기 기능에 한 변화를 측정한 

결과 팔의 뻗기 기능에서 많은 향상을 보 으며, 특히 

어깨 굽힘과 팔꿈치 폄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는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두 그룹 간의 재 ․후 비교

에서는 MF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

는 Dijkerman 등[39]의 연구에서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하여 상상훈련을 실시하는 그룹과시각  되

먹임만 용한 그룹, 아무런 재를 용하지 않은 그

룹으로 분류하여 손 기능에 해 알아본 결과, 모든 

그룹에서 손기능이 향상되었지만, 상상훈련그룹이 다

른 그룹보다 더 향상을 보 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이는 일상생활과 련된 과제들을 용하여 상

자의 기능 인 움직임을 효율 으로 이끌어 낸 것으

로 사료되어지며, 과제 수행에 앞서 상상훈련을 통해 

과제에 한 피드백이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능

의 향상에 향을 다는 방  등[20]의 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다.

과제 지향  상상훈련군과 통  과제 지향  훈

련군 모두 MBI를 통해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이 

유의한 향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김보라[40]의 

연구에서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과제 지향  

훈련을 실시하 을 때,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향상

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 최유임[41]의 

연구에서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상상훈련이 

편측무시와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

으며, 3개의 기능 인 활동(옷 입기, 화장품을 사용하

여 화장한 뒤 정리하기, 옷 개기)을 상상훈련에 용

한 결과 일상생활활동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두 그룹 간의 재 ․후 비교에서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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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세부항목에서 개인 생과 

먹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황정

하[21]의 연구에서 상상훈련 로그램을 용한 실험

군이 통  재활치료를 용한 조군간 비교에서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

구 결과와 유사하 다. 이는 과제 지향 상상훈련군과 

통  과제 지향  훈련군 모두 환측상지 기능의 증

진으로 인해 상지를 주로 사용하는 일상생활활동의 

수행시간이 어들거나 독립 인 수행이 가능해진 것

으로 사료되어지며, 본 연구에서 과제 지향  상상훈

련군이 개인 생, 먹기, 목욕, 옷 입기에서 유의한 향

상을 보 으며, 이는 개인의 특성, 발병 기간, 연령 등

에 향을 미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

료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제 지향  

상상훈련이 만성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과 일상생

활활동 수행능력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과제 지향  훈련만을 용한 만성 뇌졸  환자보다 

상지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 향상에 더 효

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제 지향  훈련

을 통해 상자에게 의미있고, 능동 인 과제를 부여

하여 기능 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더불어 상상을 하는 자체가 움직임에 한 피드백 역

할을 하여 뇌에 직 인 향을 주어 기능의 향상을 

이끌어 낸다는 Dunsky 등[33]의 연구가 본 연구를 뒷

받침 해 다. 한 일상생활과 련된 과제를 용하

여 상자의 동기유발을 이끌어내 일상생활활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하물

며, 기존의 재활치료에 상상훈련을 하게 용한다

면,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향상

에 효과 인 치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과제 지향

 훈련을 상상훈련과 함께 용하여 상지 기능과 일

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만성 뇌졸  환자의 재활치료

과정에 있어서 상상훈련이 용될 때 상지 기능과 일

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재활치료에서 상상훈련이 

하나의 치료 재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일상생활과 

련된 과제 지향  훈련과 함께 상상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만성 뇌졸  환자의 기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상상하는 능력이 제

한이 있거나 신뢰가 없는 상자에게는 용하기 어

렵다. 둘째, 연구 상자의 숫자가 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만성 뇌졸  환자들에게 일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셋째, 상자의 컨

디션에 따라 신체 , 심리  상태에 한 요인은 변수

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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