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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이중과제 훈련이 균형,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14명의 만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7명은 이중과제 훈련을, 7명은 단일과제 

훈련을 주 3회, 회당 30분, 4주간 실시하였다. 균형능력의 평가는 Balance Trainer 4(BT 4)를 사용하였고, 상지

기능은 젭슨-테일러 손 기능 평가(JTT)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가는 한글판 수정바델지수(K-MBI)를 사용

하였다. 중재 후, 이중과제 훈련군이 BT 4, JTT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5). 두 그룹 간의 차이도 BT 4, 

JT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K-MBI 점수의 향상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 

이중과제 훈련군이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균형,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주제어 : 균형능력, 만성기 뇌졸중, 상지기능, 이중과제훈련, 일상생활동작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ual task training on balance,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The study subjects were 14 

chronic stroke patients. dual task training groups(n=7), and single task training groups(n=7). The 

intervention period was conducted for 3 times a week, 30 minutes per session, and 4 weeks for all 

groups. To measure  the BT4, JTT, K-MBI were us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Dual task 

training group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BT 4 and JTT scores(p<.05).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 in the BT4 and JJT scores(p<.05). There was a score improvement 

in K-MBI,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5) Dual task training was effective 

in facilitating  balance,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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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뇌졸중은 뇌혈관의 갑작스런 경색이나 출혈로 인하

여 뇌 조직으로의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기능장

애가 발생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다[1]. 뇌졸중으로 인

한 신경학적 손상은 편마비, 언어장애, 감각장애, 연하

곤란, 주의력 및 기억력장애 등을 발생시키며, 인지 및 

운동기능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나타나

는 것이 일반적이다[2]. 또한 개인이 처한 활동의 제한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제약을 경험하게 하며, 

기능회복을 위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

을 투자하지만 기능적, 신체적 기능장애는 장기적으로 

남게 된다[3]. 뇌졸중 환자와 고령자 같이 신체적 기능

이나 인지적 기능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중과제 

조건의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낙상

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4]. 특히 균형능력의 저하는 

보행능력 및 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5], 균형능력

의 저하로 인한 낙상은 신체적 손상과 낙상에 대한 두려

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행동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

다[6]. 이러한 경험의 두려움이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다

양성에 영향을 주어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갖게 하며[7], 

이러한 장애로부터 운동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쉽고 간결

하며,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8].

재활 목표에 있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가장 중

요한 과제이다[9]. 일상생활 동작에서 대부분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이중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10]. 안정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이중과제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11].

인간의 움직임은 효과적인 기능과제 수행을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움직임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특징이 있으

며, 커피잔을 들고 산책을 하다 안전하게 벤치에 앉는 

것처럼 일상생활동작의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과제

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과제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

[12]. Erickson 등(2007)은 단순과제상황에서의 훈련

보다 이중과제상황에서 의 훈련이 뇌 조직으로의 혈류

량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13]. Yang 등(2007)은 다양한 이유로 신경학적 손상

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움직임 감소

를 지적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운

동과제를 동시 수행하여 기능적인 움직임 향상을 통한 

이중과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2]. 

이중과제 훈련방법은 두 가지의 운동과제를 동시에 

훈련하거나 인지와 운동과제를 동시에 훈련하는 방법

으로 숫자 계산하기, 색 이름 맞추기와 같은 인지과제

를 수행하는 동시에 신체적 기능과제를 수행하거나, 균

형을 유지하며 상지를 사용하여 공을 던지고 잡기 또는 

물건 옮기기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운동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기능적인 활동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이러한 이중과제 훈련을 적용한 기존의 선행 연구

로는 균형과 일상생활동작[15], 체간 조절능력과 균형

[16], 균형과 보행능력[12]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단일과제 훈련군에 비해 이중과

제 훈련군에서 기능적 수행능력에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과제 

훈련시의 균형, 체간조절, 보행변수에 관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중과제 수행에 따른 일상생

활활동 수행능력 및 상지기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과제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 상지기능, 일상생활 동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2.1.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C병원

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 중 연구

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

정하였다. 선정 기준에 적합한 14명을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 배정하여 이중과제 훈련을 적용한 실험군과 단

일과제 훈련을 적용한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촬영 또는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T)에서 뇌졸중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발병 이후 유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 과제 수행에 있어서 청력 및 시력에 이상이 없는 자. 

(3)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판별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20점 이상으로 

단순 지시 따르기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4)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21점에서 

45점 사이에 해당하는 자. 

(5) 마비측 상지 브룬스트롬 회복단계(Brunn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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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Stage) 4단계 이상으로 수의적인 팔 

뻗기가 가능한 자.

  

2.1.2 연구 설계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

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결과를 얻기 위해 Fig 1

과 같이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글판 수정바델 지수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K-MBI)로 일상

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평가하였고, 젭슨-테일러 손 기능 

평가 (Jebsen-Taylor Test of Hand Function)를 이

용하여 상지기능을 평가하였다. Balance Training 

System(BT4) 장비를 사용하여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

정성을 측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일하게 4주 

동안 주 3회, 1회당 30분간 각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

공 받았으며, 4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실험군과 대조

군의 훈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평가로 일상생

활동작 평가와 상지기능 평가, 균형능력 평가를 사전조

사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Data analysis

Subject (n=14)

Screening test: MMSE-K1), BRS2), BBS3)

Experimental groups (n=7) Control groups (n=7)

Pre-test (BT4, JTT, K-MBI)

Balance ability +
Upper extremity function training
(4week, 3times a week, 30min)

Post-test (BT44), JTT5), K-MBI)

Randomized assignment

Upper extremity function training
(4week, 3times a week, 30min)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MMSE-K1) :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BRS2) : Brunnstrom Recovery Stage
BBS3) : Berg Balance Scale                                       BT44) : Balance Trainer 4       
JTT5) : Jebsen-Taylor Test

2.2 중재 방법

2.2.1 이중과제훈련 방법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 사용된 이중과제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과 상지기능 

향상을 위해 두 가지 운동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는 3개의 과제로 구성하였다. 일상생활과 연관된 친숙

한 활동과 실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Yang 등

(2007)의 이중과제 훈련을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으

며 대상자가 프로그램 훈련 중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각 단계 사이에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균형능력과 상

지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균

형을 유지하며 상지와 체간의 가동범위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컵 옮기기, 공 던지기 및 받기, 수건개기로 구

성하였으며, 이중과제 프로그램의 각 항목 당 훈련 시

간은 10분이며 항목 간 1분의 휴식시간과 다음 항목을 

훈련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혼자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치료사가 보조해 주었다.

2.2.2 단일과제훈련 방법

본 연구에서 대조군에 사용된 단일과제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이중과제 훈련방법을 기반으로 Table 2와 같이 균

형을 유지하지 않고 상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로 

구성하였다. Fig 2와 같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체간의 

가동범위를 이용하여 컵 옮기기, 공 던지기 및 받기, 수건

개기로 구성하였으며, 단일과제 프로그램의 각 항목 당 훈

련 시간은 10분이며 항목 간 1분의 휴식시간과 다음 항목

을 훈련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환자가 

혼자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치료사가 보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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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ual Task Program

Task Methods

Dual Task

Balance ability 

+

Upper extremity 

function

Keeping balance

Moving the cup

-Maintain balance on unstable support surface and move 

cup from affected side to non-affected side (10min)

Keeping balance

throwing and receiving the 

ball

-Maintain balance on an unstable support surface and 

exchange with the therapist(10min)

-The ball is a regular volleyball ball,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patient and the therapist is 4m.

Keep a balance and open a 

towel

-Open towel using both hands on an unstable support 

surface (10min)

-Towels use 120cm wide and 60cm long

Table 2. Single Task Program

Task Methods

Single Task
Upper extremity 

function

Moving the cup
-Moving cup from affected side to non-affected side in 

a sitting position (10min)

Throwing and receiving the 

ball

-Sending and receiving balls in a sitting position

-The distance between the patient and therapist is set 

to 4m (10min)

Folding towel
-Folding towel in a sitting position

-Towels use 120cm wide and 60 cm long (10min)

Fig 2. Single task and Dual task training program

2.3.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2.3.1 Balance Trainer4 (BT 4)

본 연구에 사용된 균형능력 평가도구는 Balance 

Trainer 4(BT 4)이다. Fig 3과 같이 BT 4 장치는 한 

개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에 위치한 모니터

를 통해 시각 되먹임을 제공해준다. 이 장치는 사각형

의 형태로 측정 센서는 각 네 변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

으며, 안정성 한계를 통해 움직임의 범위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평가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Fig 3. Balance training system (BT4)

(1) 정적 안정성 (Static balance)

정적 균형능력은 신발을 제거한 상태에서 양 발 뒤

꿈치의 간격을 2cm로 유지 하였고, 양 발끝은 중심선

을 기준으로 15도씩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자세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 손은 허리에 고정 한 후 

정면을 주시하며 서 있는 자세에서 눈을 감은 상태와 

눈을 뜬 상태에서 각각 30초간 수행하는 중에 측정하

였다. 압력 중심점(Center of pressure, COP)으로 부

터 이동거리(Trace length), 이동범위(C90 area)를 측

정하여(Chun & Choi, 2009)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

후 비교를 하였다(Sheehan & Katz, 2013). 이동거리

는 COP가 움직인 거리, 이동범위는 COP가 움직인 범위

를 나타낸다. 이동거리(Trace length)와 이동범위의(C90 

area) 수치가 클수록 균형이 저하됨을 나타낸다[17].

(2) 동적 안정성 (Dynamic balance)

  동적 균형능력은 프로그램(Smart suit 1.4)상의   

‘안정성 한계(Limit of stability)’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자세는 뒤꿈치 간격을 2cm, 양 발끝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각각 15도씩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였

으며 똑바로 선 자세에서 발은 지지면에, 양 손은 허리에 

고정한 후 몸을 앞쪽, 뒤쪽, 오른쪽 및 왼쪽 방향으로 체중

을 최대한 기울인 자세를 8초간 유지하는 중에 COP의 최

대 이동거리 값을 측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전・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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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다[18]. 동적 안정성이 좋을수록 이동범위 값이 크

고, 균형 능력이 나쁠수록 이동범위 값이 작다고 해석한다.

  2.3.2 젭슨-테일러 손 기능 평가 (Jebsen-Taylor  

Test of Hand Function)

  젭슨-테일러 손 기능 평가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손 기능을 측정하며, 표준화

된 일곱 가지의 하위검사로 이루어져있다. 짧은 문장 

쓰기, 카드 뒤집기, 작은 물건 옮기기, 먹는 흉내 내기, 

장기말 쌓기, 크고 가벼운 깡통 옮기기, 크고 무거운 깡

통 옮기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하위 검사는 

비우세손부터 우세손으로 실시한다[19].

본 연구에서는 우세손의 간섭을 많이 받는 짧은 문

장쓰기 항목을 제외한 6가지 항목만 측정하였으며, 마

비측의 측정값만을 사용하였다.

2.3.3 한글판 수정바델지수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K-MBI)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K-MBI를 사용하였다. Shah, Vanclay & Cooper(1989)

가 만성기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자립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MBI이며[20], 본 연구에서는 제 5

판 MBI를 Jung & An(2007)이 한국의 실질적인 상황에 

맞도록 수정, 번역하여 개발한 K-MBI를 사용하였다. 평

가항목은 10개의 항목으로 식사하기, 개인위생, 목욕하

기,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옷 입기, 대변조절, 소변조

절, 보행 또는 휠체어, 의자/침대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

다. 최소 0점부터 최대 100점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일상생활활동에 의존적이다. K-MBI의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89, 검사자 간 신뢰도는 .95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21].

2.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Window SPSS 22.0 

버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재 전 두 

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하였고 정규성이 가정에 만족하지 않아 비 

모수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

도분석, 기술통계와 Mann Whitney U test를 사용하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후를 비교를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Mann Whitney U test를 실시

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

질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검사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3.2 균형능력의 변화

집단별 중재 전・후 균형능력의 변화와 두 그룹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BT4 (Balance Trainer 4)를 사

용하여 대상자의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을 측정하였

다. 정적 안정성은 Table 4에서와 같이 정적 안정성 항

목인 눈을 뜬 상태에서의 이동거리는 실험군에서 중재 전

과 후의 평균값이 453±148.7에서 218.5±94.4으로, 이동

범위의 평균값은 216.2±89.93에서 163.1±90.39으로, 눈

을 감은 상태에서의 이동거리는 중재 전과 후의  평균값이 

669.6±237.6에서 395.7±169.1으로, 이동범위의 중재 전

과 후의 평균값은 318.07±108.14에서 200.649±71.29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대조군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동적 안정성은 Table 5와 같이 앞쪽으로 실험군의 중재 

전과 후의 평균값이 2.2±1.5애서 4.6±.91으로, 뒤쪽으

로 중재 전과 후의 평균값이 4.5±.72에서 7.5±.44으로, 왼

쪽으로 중재 전 과 후의 평균값이 4.4±1.5에서 6.9±1.4으

로, 오른쪽으로 중재 전과 후의 평균값이 6.2±1.6에서 

8.4±1.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두 그룹 간의 비교에서 앞, 뒤, 오른쪽 방향은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왼쪽 방향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3.3 상지기능의 변화

상지운동기능의 집단별 전・후 변화와 두 그룹간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젭슨-테일러 손 기능 평가(Jebsen-Taylor 

Test of Hand Function)를 측정하였다. Table 6과 같이 실

험군에서 중재  전・후 결과는 카드 뒤집기 24.99±6.93초

에서 22.03±8.03초로, 작은 물건집기 22.81±7.37초에서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6호222

Static balance
Experimental group(n=7) Control group(n=7)

Z p
Mean±SD Mean±SD

Opened Eyes

Trace Length (mm) 

pre
post

453±148.7
218.5±94.4

387.5±118.4
382.7±113.6

-.70 .48

-2.10 .03

Z -2.36 -1.52

p .01 .12

C90 area (mm²)

pre
post

216.2±89.93
163.1±90.39

365.2±184.7
363.4±184.6

-1.59 .11

-2.11 .03

Z -2.36 -1.43

p .01 .15

Closed Eyes

Trace Length (mm) 

pre
post

669.6±237.6
395.7±169.1

677.1±172.4
649.23±171.96

-.32 .749

-2.05 .04

Z -2.36 -1.5

p .01 .12

C90 area (mm²)

pre
post

318.07±108.14
200.649±71.29

537.4±185.5
531.4±185.5

-1.66 .09

-2.75 .00

Z -2.36 -1.1

p .01 .23

21.61±9.62초로, 먹기 흉내 에서는 34.57±9.89초에

서 26.40±9.67초로, 장기말 쌓기 21.31±8.22초에서 

17.69±6.28초로, 크고 가벼운 깡통 옮기기 에서는 

19.12±7.04초에서 16.14±4.76으로, 크고 무거운 깡

통 옮기기는 19.08±6.46초에서 16.20±5.90으로 중

재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대조군

에서도 중재 후 수행 시간의 감소를 보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두 집단 간 수행시간

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3.4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변화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집단별 전・후 비교와 두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국판 수정바델지수

(K-MBI)를 측정하였다. Table 7과 같이 실험군의 중재 

전과 후의 평균값은 80.14±9.26점에서  81.00±9.69

점으로 점수의 향상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p>.05). 대조군의 중재 전과 후의 평균

값은 74.42±9.77점에서 74.14±9.38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두 그룹 간 점수를 비

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est of Homogeneity (n=14)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3)

(n=7)

Control group4)

(n=7)
t/x2 p

Unit M ±SD M ±SD

Gender(%)
Male 5(71) 4(57)

.311 .57
Female 2(29) 3(43)

Age(years) 62.00±8.08 53.71±19.13 11.33 .41

Height(cm) 165±7.25 164.86±8.85 12.0 .44

Weight(kg) 65.43±9.34 63±10.72 9.33 .50

After stroke(mo) 13.14±4.29 10±2.30 8.0 .43

Type of lesion
Infarction 5(71) 4(57)

.311 .57
Hemorrhage 2(29) 3(43)

Side of lesion
Left 5(71) 2(29)

2.57 .10
Right 2(29) 5(71)

MMSE-K1) score 28.29±3.30 26.14±1.57 11.33 .12

BBS2) score 38.43±10.01 34±14.65 8.0 .53

mean±SD, p<.05
MMSE-K1) :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BBS2) : Berg Balance Scale            
Experimental group3) : Dual Task group       Control group4) : Single Task group   

Table 4. Change in static Balance Ability afte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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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in Dynamic Balance Ability after Intervention

Dynamic balance
Experimental group(n=7) Control group(n=7)

Z p
Mean±SD Mean±SD

Forward (˚)

pre
post

2.2±1.5
4.6±.91

3.0±1.5
3.46±1.38

-1.9 .09

-1.9 .04

Z -2.36 -.33

p .01 .73

Backward (˚)

pre
post

4.5±.72
7.5±.44

5.3±1.82
5.2±1.8

-.44 .65

-2.7 .00

Z -2.36 -.16

p .01 .86

Leftward (˚)

pre
post

4.4±1.5
6.9±1.4

5.3±1.3
5.3±1.2

-.95 .33

-1.7 .08

Z -2.37 -.67

p .01 .50

Rightward (˚)

pre
post

6.2±1.6
8.4±1.2

5.7±1.4
5.7±1.5

-.32 .74

-2.6 .00

Z -2.37 -.94

p .01 .34

mean±SD, p<.05

Table 6. Changes in Upper Limb Function after Intervention

Jebsen-Taylor(sec)
Experimental group(n=7) Control group(n=7)

Z p
Mean±SD Mean±SD

Card turning

pre

post

23.66±7.24

18.13±5.8

26.31±13.06

24.52±10.39

-.12

-.95

.89

.33

Z -2.1 -1.18

p .02 .23

Small common objects

pre

post

21.63±7.41

19.42±6.99

21.47±9.46

20.42±9.31

-.28

-.06

.89

.94

Z -2.3 -.84

p .01 .39

Simulate feeding

pre

post

31.70±11.79

24.44±10.23

26.67±12.75

23.75±9.57

-.96

-.06

.33

.94

Z -2.1 -.50

p .02 .61

Chekers

pre

post

19.71±8.62

16.20±6.96

14.56±6.49

14.72±5.94

-1.5

-1.2

.12

.56

Z -2.1 -.67

p .02 .499

Large light object

pre

post

17.94±7.14

15.07±5.18

13.14±5.26

13.25±4.54

-1.2

-.57

.20

.56

Z -2.1 -.16

p .02 0.86

Large heavy object

pre

post

17.80±6.80

15.22±5.98

12.29±5.49

11.66±5.65
-1.5-1.5

.11

.33

Z -2.3 -.93

p .01 .35

mean±SD, p<.05

Table 7. Changes in K-MBI after Intervention

K-MBI

Experimental group

(n=7)

Control group

(n=7) Z p

Mean±SD Mean±SD

K-MBI1) (score)

pre

post

80.14±9.26

81.00±9.69

74.4±9.77

74.14±9.38

-.96

-1.0

.33

.27

Z -1.73 -.10

p .08 .96

mean±SD, p<.05

K-MBI1) :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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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대부

분은 균형을 유지하며 동시에 상지를 사용하는 움직임

이 기초가 된다[10]. 이와 같이 일

상생활에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위해서는 균형을 유

지하며 상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과제 훈련이 필요

하며, 본 연구는 이중과제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뇌

졸중 환자의 균형,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연구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고 지시에 따를 수 있으

며, 낙상의 위험이 적고, 최소한의 능동적 상지 움직임

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14명의 환자를 

중재방법에 따라 실험군 7명과 대조군 7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과제 프로그램은 Yang 등(2007)이 고안

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일상생활과 연관된 친숙한 활

동과 실제상황에서 응용하기 용이한 과제로 설정하였

다[12]. 실험군에게는 균형을 유지하며 상지의 기능적 

움직임을 사용 할 수 있는 이중과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으며, 대조군에게는 앉은 자세에서 상지만을 사용

하는 단일과제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주었다. 중재 전・

후 검사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 상지기능, 일

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고, 일반

적으로 시행하던 단일과제 훈련과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두 그룹 간 균형,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

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 대상자의 균형 능력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Balance Trainer 4(BT4)를 측정하

였고, 상지의 기능적인 움직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젭슨-테일러 손 기능 평가(Jebsen-Taylor Test of 

Hand Function)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한글판 수정바델지수(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K-MBI)를 사용하였다. 측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균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T4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정적 안정성

과 동적 안정성을 구별하여 측정하였다. 정적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이 중재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5), 두 그룹 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 동적 안정성은 실험군의 전・후 

얻은 측정값을 측정한 결과 앞, 뒤, 오른쪽, 왼쪽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5), 두 그룹 간 차이

에서는 앞, 뒤, 오른쪽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왼쪽으

로의 동적 안정성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5). 이러한 이유를 살펴봤을 때 실험군에서 왼쪽 

편마비 환자 비율이 더 많은 것이 결과에 작용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실험군은 왼쪽 편마비 환자가 5명, 오른

쪽 편마비 환자가 2명이였고, 대조군은 왼쪽 편마비 환

자가 2명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5명으로 실험군이 상

대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왼쪽으로의 동적인 움직임 이

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실

험군에서 균형능력 점수 향상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Lee, Lee, & Lee(2012).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균형능력 향상을 위

한 이중과제 훈련에서 자세 동요속도가 감소했다는 결

과와도 일치된다[22]. Kim 등(2003)의 연구에서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과제 훈련을 받은 실험군에서 

중재 후 균형 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p<.05)[23]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중과제 훈련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 증

진에 보다 효과인 방법이라 사료 된다. 이는 균형조절 

과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상지의 움직임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균형조절 과제만 수행하는 경우 보다 자세의 

불안정한 동요가 감소된 것을 보고한 Riley, Stoffregen, 

Grocki & Turvey(1999)의 연구와[24] 손에 든 장대

의 수평을 유지하며 균형판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과

제를 동시에 수행할 때 균형능력과 상지기능의 수행 결

과가 함께 향상된다고 보고한 McNevin, Shea & 

Wulf(2003)의 연구[25], 자세조절 상위 과제로 상지를 

이용하여 상자에서 블록 찾기를 수행하면서 하지에서 

균형조절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자세 동요가 감소하였

다고 보고한 Stoffregen, Pagulayan, Bardy & 

Hettinger(200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26].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중과제 훈련 후 상지기능 향

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젭슨-테일러 손 기능 

평가(Jebsen-Taylor Test of Hand Function)를 시

행하여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상지의 기능적 움직임은 실험군에서 중재 후 수행 시간

의 감소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03)의 연구에서처럼 

상지과제훈련이 마비측 상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23]. 대조군에서는 중재 후 수행

시간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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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5). 두 집단 간 수행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셋째, 본 연구에서 이중과제 훈련 후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국판 수

정바델지수(K-MBI)를 측정하였다. 실험군에서 중재 전 

보다 중재 후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5),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균형능력은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상지기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Kim, Kim, Lee, 

Chung, & Roh(1997)은 뇌졸중 환자 36명을 대상으

로 Fugle-Meyer의 균형 항목과 일상생활활동 측정도

구인 FIM을 연구한 결과 균형능력과 일상생활활동 수

행 능력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27], 

Hur, Kim, Cho, & Choi(1997)은 노인 6명의 일상생

활활동 수행능력과 균형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8]. An, Park & Seo 역시 뇌

졸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MBI와 Fugle-Meyer 

Balance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9]. 이러한 결과는 뇌졸중 환

자 3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주 4회의 중재를 적용한 동

작관찰 훈련과 과제 지향적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일상

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과제 지향적 훈련

이 동작 관찰 훈련보다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수

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Gu & 

Kim(2013)의 연구와[30] 뇌졸중 환자 24명을 대상으

로 8주간 주 4회의 중재를 적용한 이중과제 균형 훈련

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과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효과

의 연구에서 이중과제 훈련군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

력을 향상시킨다는 Kim, Song, Oh & Park(2011)의 

연구와도 일치된다[1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와는 다르게 실험군에게 적용한 이중과제 훈련에서 

K-MBI의 점수향상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이는 연구 대상자 대부

분이 뇌졸중 발병 후 유병기간이 오래되어 현재 손상을 

가지고 있는 신체 상태에서 일상생활활동이 적응이 되

었고, 선행연구에 비해 4주간 주 3회의 짧은 중재 기간 

적용이 이미 적응된 일상생활활동을 변화시키는데 어

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이중과제 훈련을 

통해 균형,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변화를 알

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조건에 충족하는 

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선행연구

에 비해 표본의 수가 적고, 중재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모든 뇌졸중 환자에 대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중과제 훈련으로 적

용된 프로그램 과제들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Basic 

Activity Daily Living; BADL)보단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nstrument Activity Daily Living; IADL)에 가

까운 과제들이였으나, 평가로 사용된 도구는 K-MBI로

만 제한되어 있어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의 변화

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점, 대상자들이 훈련 이외

의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움직임이나 이중과

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병변의 위치나 종류, 다양한 증상에 

따른 이중과제 훈련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며,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의 재활목적에 맞는 이중과제 훈련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인정하고 중재기간이나 표본의 수를 보완하

여 다양한 과제들로 구성된 이중과제 프로그램을 제시

하고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영역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사용한다면 더 나은 연구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과제

를 적용한 이중과제 훈련이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균

형,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중과제 훈

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중재 전・후의 균형,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서 점수의 향상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에 비해 적은 표본의 수와 짧은 중재기간이 제한점으

로 작용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수정 보완하여 추후 연구

를 진행한다면 이중과제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보다 긍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훈련 방법으로 제

시될 것으로 사료된다.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6호226

REFERENCES

[1] G. B. Prange, M. J. A. Jannink, C. G. M. 

Groothuis-Oudshoorn, H. J. Hermens & M. J. 

IJzerman. (2006).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 

of robot-aided therapy on recovery of the 

hemiparetic arm after stroke.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43(2),

171.

DOI : 10.1682/jrrd.2005.04.0076

[2] Y. R. Kim, Y. I. Kim & M. J. Kim. (2017). A 

Convergent study of the physical 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SF-8 of stroke patient’s caregiv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119-127.

DOI : 10.15207/JKCS.2017.8.12.119

[3] P. W. Duncan, L. B. Goldstein, R. D. Horner, P. B. 

Landsman, G. P. Samsa, & D. B. Matchar. (1994). 

Similar motor recovery of upper and lower 

extremities after stroke. Stroke, 25(6), 1181–1188.

DOI : 10.1161/01.str.25.6.1181

[4] A. F. Pettersson, E. Olsson, & L. O. Wahlund. 

(2007). Effect of Divided Attention on Gait in 

Subjects With and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and 

Neurology, 20(1), 58–62.

DOI : 10.1177/0891988706293528

[5] R. Kitatani, K. Ohata, K. Sakuma, Y. Aga, N. 

Yamakami, Y. Hashiguchi & S. Yamada, (2016). 

Ankle muscle coactivation during gait is decrease 

immediately after anterior weight shift practice 

in adults after stroke. Gait & Posture. 45(3), 

35-40.

DOI : 10.1016/j.gaitpost.2016.01.006

[6] S. C. Watson, L. S. Chipchase & S. Mackintosh. 

(2004). Balance, fear of falling, pain and gait 

aiduse by low care older people: Pilot study.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3(2), 77-81.

DOI : 10.1111/j.1741-6612.2004.00021.

[7] G. M. Babulal, T. N. Huskey, C. M. Roe, S. A. 

Goette & L. T. Connor. (2015). Cognitive 

impairments and mood disruptions negatively 

impact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formance in the first three months after a 

first stroke. Topics in Stroke Rehabilitaion, 22(2), 

144-151.

DOI : 10.1179/1074935714Z.0000000012

[8] E. Kal, H. Houdijk, J. van der Kamp, M. Verhoef, 

R. Prosee, E. Groet & E. Scherder. (2018). Are the 

effects of internal focus instructions different 

from external focus instructions given during 

balance training in stroke patients? A 

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linical Rehabilitation 33(2).

DOI : 10.1177/0269215518795243

[9] K. J. Park, H. S. Rhee, E. H. Cho, S. H. Koh & K. 

W. Lee. (1998). The influence of 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 on 

admition to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at 

discharg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6(1), 1-13.

[10] S. O’Shea, M. E. Morris & R. Iansek. (2002). Dual 

Task Interference During Gait in People With 

Parkinson Disease: Effects of Motor Versus 

Cognitive Secondary Tasks. Physical Therapy, 

82(9), 888–897.

DOI : 10.1093/ptj/82.9.888

[11] D. A. Wajda, A. Mirelman, J. M. Hausdorff & J. J. 

Sosnoff. (2017). Intervention modalities for 

targeting cognitive-motor interference in 

individuals with neurodegenerative disease A 

systematic review. Expert Review of 

Neurotherapeutics, 17(3), 251-261. 

DOI : 10.1080/14737175.2016.1227704

[12] Y. R. Yang, R. Y. Wang, Y. C. Chen & M. J. Kao. 

(2007). Dual-Task Exercise Improves Walking 

Ability in Chronic Strok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8(10), 1236-1240.

DOI : 10.1016/j.apmr.2007.06.762

[13] K. I. Erickson, S. J. Colcombe, R. Wadhwa, L. 

Bherer, M. S. Peterson & P. Scalf. (2007). 

Training-induced functional activation changes 

in dual-task processing: an FMRI study. Cerebral 

Cortex, 17(1), 192-204.

DOI : 10.1093/cercor/bhj137

[14] I. Melzer, M. Goldring, Y. Melzer, E. Green & I. 

Tzedek. (2010). Voluntary stepping behavior 

under single- and dual-task conditions in 

chronic stroke survivors: A comparison between 

the involved and uninvolved legs. Journal of 

Electromyography and Kinesiology, 20(6), 1082–1087.

DOI : 10.1016/j.jelekin.2010.07.001

[15] Y. J. Kim, H. H. Son, J. L. Oh & R. J. Park. (2011). 

Effects of Dual Task Balance Training on Balance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Stroke Patient.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6(1), 19-29. 

[16] H. K. Park, K. H. Cho & W. H. Lee. (2011). The 

Effects of Dual Task Training on Postural 

Stability and Balance in Chronic Strok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이중과제 훈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균형,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227

Society, 12(8), 3555-3562.

DOI : 10.5762/KAIS.2011.12.8.3555

[17] H. S. Hwang, J. H. Kim & B. R. Choi. (2017).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visual feedback 

training and unstable surface training on static 

and dynamic balance in patients with stroke. 

Phys Ther Sci, 29(10), 1720-1722.

DOI : 10.1589/jpts.29.1720

[18] K. Jadelis, M. E. Miller, W. H. Ettinger & S. P. 

Messier. (2001). Strength, Balance, and the 

Modifying Effects of Obesity and Knee Pain: 

Results from the Observational Arthritis Study in 

Seniors (OASI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9(7), 884–891.

DOI : 10.1046/j.1532-5415.2001.49178.x

[19] R. H. Jebsen, N. Taylor, R. B. Trieschmann, M. J. 

Trotter & L. A. Howard. (1969). An objective and 

standardized test of hand function.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50,

311-319.

[20] S. Shah, F. Vanclay & B. Cooper. (1989). 

Improving the sensitivity of the Barthel Index for 

stroke rehabilitation.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42(8), 703–709.

DOI : 10.1016/0895-4356(89)90065-6

[21] S. M. Jung & D. H. An. (2007). Effects of 

Short-Term Intensive Balance Training for the 

Performance Ability of Lower Extremities in the 

Elderly. Korean Research Society of Physical 

Therapy, 14(1), 11-20. 

[22] S. W. Lee, J. H. Lee & Y. W. Lee. (2012). The 

Effect of Dual Motor Task Training on Sitting for 

Balance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1(2), 301-318.

DOI : 10.1589/jpts.24.345

[23] J. W. Kim, S. M. Kim & R. J. Park. (2003). The 

Effects of Task-Oriented Functional Training on 

Standing Balance in Stroke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15(4), 

923-936.

[24] M. A. Riley, T. A. Stoffregen, M. J. Grocki & M. T. 

Turvey. (1999). Postural stabilization for the 

control of touching. Human Movement Science, 

18(6), 795–817.

DOI : 10.1016/S0167-9457(99)00041-X

[25] N. H. McNevin, C. H. Shea & G. Wulf. (2003). 

Increasing the distance of an external focus of 

attention enhances learning. Psychological 

Research, 67(1), 22–29. 

[26] T. A. Stoffregen, R. J. Pagulayan, B. G. Bardy & L. 

J. Hettinger. (2000). Modulating postural control 

to facilitate visual performance. Human 

Movement Science, 19(2), 203–220. 

DOI : 10.1016/S0167-9457(00)00009-9

[27] J. M. Kim, Y. S. Kim, J. W. Lee, H. Y. Chung & J. 

S. Ro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Organization and Balance in Patients With 

Hemiplegia. Korean Research Society of Physical 

Therapy, 4(3), 61-69.

[28] H. K. Hur, M. C. Kim, M. O. Cho & S. S. Choi. 

(1997). The relationships among Berg's balance, 

daily living activities and depression for the 

age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6, 3-18.

[29] S. H. An, C. S. Park & Y. J. Seo.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ural Control, ADL 

Function, Muscle Tone, and Functional 

Improvement in Chronic Stroke Patients. Korean 

Research Society of Physical Therapy, 14(1), 

64-73.

[30] Y. H. Gu & B. R. Kim. (2013) An Impact of 

Action-Observation Training and Task-Oriented 

Training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Stroke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1(3), 19-28.

DOI : 10.15268/ksim.2013.1.3.019

유 지 애(Ji-Ae Yu)                        [학생회원]

· 2005년 2월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작

업치료과(전문학사)

· 2019년 2월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보

건행정학과(학사)

· 2019년 3월∼현재 ：청주대학교 작업

치료학과 석사(재학중)

· 관심분야 : 신경계 작업치료, 지역사회작업치료

· E-Mail : ybeen1027@naver.com

박 주 형(Ju-Hyung Park)                    [정회원] 

· 2010년 2월：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학석사)

· 2016년 2월：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학과(이학박사)

· 2017년 3월∼현재 : 청주대학교 작업

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신경계 작업치료, 지역사회작업치료

· E-Mail : parkjh@c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