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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실행증 개선을 위한 치료 기법의 형태와 다양한 접근법을 분석하여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2000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PubMed, Sciencedirect, Scopus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했으며, 주요 검색 용어는 “Apraxia” and “training or intervention or treatment”
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4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분석 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 및 중재 종류, 중재 횟수와 효과, 결과 측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질적 수준은 가장 높은 Ⅰ단계를 나타내고, 제스처 훈련(gesture training)과 전략 훈련(strategy training)이
사용되었다.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국내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의 실행증 개선을 위한 중재에 대하여 이해하고 치료를 효
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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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목적에 맞게 물건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Goldenberg, 2013). 두 번째는 ideo-kinetic apraxia

허혈 및 출혈로 인한 좌측 대뇌반구 손상 시 실행증
이 나타날 수 있는 신경학적 연관성이 가장 높다
(Goldenberg, 2013). 이는 운동 또는 감각 시스템의 손상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수행하던 능숙한 동작에 어
려움을 갖는 증상을 말한다(Rothi & Heilman, 1997). 도
구나 손을 이용하여 숙련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에 대한 계획을 구상(conception)하고 산출(production)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행 기능(praxis)이라고 한다
(Roy & Square, 1985). 도구 및 손을 이용한 동작을 위한
‘계획 구상’ 과정에서는 도구에 대한 이해, 도구 및 손을

이용한 동작에 대한 이해, 도구 사용법 및 순서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Roy & Square, 1985). 도구 및 손 사용에
대한 계획이 구상되었으면 다음은 ‘계획 산출’과정인데,
도구 및 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운동 기능, 주위 환경에
대한 도구와 손의 위치 지각 기능 등이 정상 이어야한다
(Roy & Square, 1985). 실행증(apraxia)은 두 과정 중 어

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실행 기능이 정상이 아
닌 경우를 말한다. 왼쪽 대뇌 반구 손상 시 실어증
(aphasia), 실행증(apraxia)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

다(Basso, Capitani, Sala, Laiacona, & Spinnler, 1987).
인지심리학 검사(birmingham cognitive screen) 결과, 6
주 이내의 231명의 뇌졸중환자 중 대략 46% 정도가 실
행증 증상을 나타낸다고 한다(Bickerton et al., 2012). 실행
증은 자연 회복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며(Donkervoort,
Dekker, & Deelman, 2006), 일상생활활동 시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실행증은 재활적 치료가 필요하다
(Donkervoort, Dekker, Stehmann-Saris, & Deelman,
2001).

실행증의 종류는 Liepmann(1920)에 의해 포괄적으
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deational apraxia는
이전에는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친숙한 물
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주어진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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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동(사회적인 의사소통; 손 인사)을 흉내 내거나, 물
건이 없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에 어
려움을 보이는 것이다(Hogrefe, Ziegler, Weidinger, &
Goldenberg, 2012). 마지막으로 limb-kinetic apraxia

로 오직 병변 반대측 상지에서 물건을 다룰 때, 움직임
이 부드럽지 않고 멈춤이 있거나 미세한 동작에 어려움
을 보이는 것이다(Heilman, Meador, & Loring, 2000).
임상 증상으로는 분류에 따라 각각 특이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통점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흔한 증상으로는 첫 번째, 생략 오류(omission error;
sequencing problem)로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과제에서 일부분의 행동을 생략하
는 것을 말한다(Humphreys & Forde, 1998). 두 번째는
개념적인 오류(conceptual error; substitutional error)로
목적과 관련 없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
피 타기 과제에서 도구로 커피 원두 대신 녹차 가루를 사
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공간적 오류(spatiotemporal
dimension)로 목적에 맞는 도구를 사용할지라도, 도구를

사용하는 움직임이나 속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이다
(Laimgruber, Goldenberg, & Hermsdorfer, 2005).

실행증이 있는 환자는 개인 위생 및 용변 처리에 유
의미한 관계가 있으나, 옷 입기와 걷기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Hanna-pladdy, Heilman, & Foundas,
2003). 또한 옷 입기 는 익숙한 동작의 결함이 아니라 지

각적인 결손에 더 영향을 받는 활동이라 하였으며(Baum
& Hall, 1981), 옷 입기는 편측 마비로 인하여 새로운 보

상 전략을 요구하게 되는 활동으로 실행증의 영향보다는
실행증과 편측마비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영향을 주어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Walker,
Sunderland, Sharma, & Walker, 2004). 실행증 환자들

은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계획하는데 문제를 보일 수 있
고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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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며,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ndet, 1988;

을 미친다(Smania et al., 2006).
이러한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들

Hagmann, 1998). 그러므로 실행증에 대한 재활은 임상의

로는 교정적 접근과 보상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교정적

및 작업치료사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남아있다(Bieńkiewicz,

접근(restorative treatment)의 목표는 저하된 과정이나

Brandi, Goldenberg, Hughes, & Hermsdorfer, 2014).

기능을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감각

본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영향을 주는 실행

자극 전략(sensory stimulation)(Butler, 2000), 지각 운

증에 대한 질적 수준이 높은 중재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Goldenberg, Daumuller, & Hagmann, 2001)을 향상시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치료 시 분명하고 간결한 지시
를 제공하고 신체적 유도,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

Ⅱ. 연구 방법

자료, 치료사가 직접 동작을 보여주는 모델링, 단계적인
언어 지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능적 동
작 연습을 할 때에는 정확한 훈련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환자의 평소 생활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상적 접근(compensatory treatment)로 전략
훈련(strategy training)(Smania, Girardi, Domenicali,
Lora, & Aglioti, 2000)은 손상보다는 실행증과 관련된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실행증이 심한 환자에게 더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실행증 이외의 다른 인지장애가
있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전
방 및 후방 연쇄법(forward or backward chaining), 단
서 제시(cueing), 정상 움직임 접근법(normal movement
approaches) (West, Bowen, Hesketh, & Vail, 2008) 등

이 있으며, 보조 기술을 사용한 장치들로는 Planning and
Executiion Assistant and Trainer(PEAT)(Levinson, 1997),
General User Interface for Disorder of Execution
(GUIDE)(O'Neill, Moran, & Gillespie, 2010), The COACH

1. 논문 검색 및 데이터 수집
2000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PubMed, Sciencedirect, Scopus의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검색했으며, 주요 검색 용어는 ‘apraxia’,
‘training or intervention or treatment’을 사용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총 284개의 문헌 중 영어로 쓰이
지 않은 논문, 대상자가 뇌졸중 환자가 아닌 논문, 데이터
베이스 간 중복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1차적으
로 11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이후 아래의 배제 기준
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논문을 본 연
구에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높은 근거 수준을 제시
하기 위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질적 수준 분석
모델 중 Level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논문만 분석하였다
(Arbesman, Scheer, & Lieberman, 2008). 이에 따라

그 외에 해당하는 연구는 제외되었다.

system(Mihailidis, Boger, Craig, & Hoey, 2008), CogWatch(Hermsdorfer et al., 2013) 등의 훈련 도구가 있

다.
실행증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통설이 있다(Basso et al., 1987). 하지만 HannaPladdy 등(2003)과 Smania 등(2006)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

된 결과와 같이 잔존되어있는 실행증 증상으로 인해 일
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존

1) 선정 기준
(1) 무작위 대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인 논문
2) 배제 기준
(1) Apraxia of speech인 논문
(2) 치료사가 직접적으로 중재에 참여하지 않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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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근
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질적 수준(hierarchy of levels
of evidence for evidence based practice) 분석 모델

을 사용하였다. 이 분류기준은 Arbesman 등(200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체계적 고찰, 메타 분석, 무작위 대조연
구는 Level 1로 가장 상위에 있으며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는 Level 2,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구는 Level 3,
개별실험연구와 조사연구는 Level 4, 사례연구는 Level
5로 단위가 높아질수록 근거 수준은 낮아진다.

1. 분석 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
분석 대상 논문 총 4편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인 Ⅰ 단계에 해당하였다. Ⅰ 단계 수준
에서 4편 모두 무작위 실험-대조군 논문(Randomized
Controlled Trail; RCT)이었다(Table 1).

2. 중재 종류
뇌졸중 실행증 환자를 위한 중재 방법은 한 가지의
중재를 사용한 단일 중재에 모두 포함되었다. 단일 중재
는 4편으로 100%에 해당하였다. 단일 중재 4편 중 2편
은 교정적 접근(restorative treatment)을 취하고 제스처
훈련(gesture training)이 사용되었다. 또한 나머지 2편은 보상
적 접근 (compensatory treatment) 방법을 취하였으며 전략
훈련(strategy training)이 사용되었다.

Search key term:
“Stroke AND Apraxia AND Training or Intervention or Treatment”
Total 284 articles

Screening of title and abstracts based on exclusion criteria Excluded
273 articles

11 full articles retrieved
Excluded articles (n=4)
Apraxia of speech (n=1)
Not participated in training (n=2)
4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review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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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횟수

5. 중재 효과

뇌졸중 실행증 환자의 회복을 위한 중재는 4편의 논

1) 인지 전략 훈련(Cognitive Strategy Training)

문에서 총 4가지의 중재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중재별

Donkervoort 등(2001)은 기존 작업치료와 작업치료에 전

로 25회에서 30회, 중재 시간은 30분에서 50분으로 다

략 훈련을 추가한 치료를 비교하였다. 환자들은 자기 말로 표

양하게 나타났다.

현(self-verbalization), 그림 신호(pictorial cues)같은 내적, 외
적 보상을 적용한 전략을 교육 받았고 손상보다는 장애를 감소

4. 결과 측정

시키는 목적과 부합해서 치료군에서 실행증이나 운동기능보
다는 일상생활 동작들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단기간의

모든 연구에서 결과 측정을 위해 사전 사후 중재
(pre-post intervention)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증상 완화를 나타내었고 전반적인 일상생활 수행 수준
의 향상이 보고되었다.

사용된 평가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평가로 ADL observation,
ADL questionnaire, Barthel index가 사용되었으며, 신경심

리학적 검사를 위해 The Apraxia Test, Motricity Index,

Geusgens 등(2006)은 특별한 과제 연습보다는 실행

증에서 생긴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중점
을 두는 중재적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13명의

Limb Praxis Function Evaluation, Ideomotor Apraxia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략 훈련 또는 기존 작업치료

Test, Verbal Comprehension Test(Token Test), General

두 가지 중 하나로 무작위 배정 후 8주간 시행한 결과 두 치

Intelligence Test(Raven Test), Oral Apraxia, Constructional

료법에서 치료받지 않은 과제와 치료한 과제 모두 향상을

Apraxia, Gesture Comprehension Test, The Functional

나타내었으나 전략 훈련 군에서 더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

Motor Test가 사용되었다.

으며 이러한 치료접근법을 의료기관에서 가정으로 일반
화시키는 유효성의 근거도 보고하였다.

Table 1. Level of Quality Among Each Study
Evidence level

Definition

Frequency (%)

Systematic reviews
Ⅰ

Meta-analysis

4 (100.0)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Ⅱ

Two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0

Ⅲ

One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0

Ⅳ

Single subject designs
Surveys

0

Case reports
Ⅴ

Narrative literature reviews

0

Qualitative researches
Total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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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전략 훈련(Cognitive Strategy Training)은 치

상을 보고하였고, Donkervoort, Dekker, Stehmann-Saris

료하지 않은 과제에도 일반화가 되며, 일상생활 수행증

와 Deelman(2001)은 치료군에서 실행증이나 운동기능보

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다는 일상생활 동작들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Nakao
등(2010)은 뇌졸중 발병이 대략 3주된 환자에게 6개월 후

2) 제스처 훈련(Gesture Training)

일상생활의 독립성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예측변수로 사

Smania 등(2000)은 13명의 실행증 환자들을 대상

용되며, Barthel Index와 다중 과제 실행 간의 상관관계가

으로 물건 사용과 동작 훈련을 물건 다루기, 사용하는

있으므로(Bickerton et al., 2012) 실행증 환자의 회복 정

물건의 그림 보여주기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무언극을

도와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일상생활의

시행하는 3단계 동작 훈련(Gesture Training)을 시행한

기능적 독립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상생활 동작 평가는

다. 3단계 동작 훈련은 타동사적 제스처 훈련, 자동사적

뇌졸중 환자의 실행증의 여부에 따라 재활의 회복과 기

제스처 훈련-상징적, 자동사적 제스처 훈련-비상징적

능적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므로 ‘일상생활의

훈련으로 나뉘어진다. 전후 비교한 결과 오류가 감소와

기능적 독립성’은 실행증과 함께 측정되어야 하는 요소

제스처 이해의 증진이 보고되었다.

로 본 연구 결과의 근거를 제공한다.

Smania 등(2006)은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뇌졸중 실행증 환자를 위한 중재 방법은 모두 단일

한 후속 연구에서도 동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동작 질

중재에 해당하였다. 단일 중재 4편 중 2편은 교정적 접

문 척도(ADL questionnaire)에서도 향상이 보고되었다.

근(restorative treatment)을 취하고 제스처 훈련(gesture

제스처 훈련(Gesture Training)은 치료하지 않은 다

Training)이 사용되었다. 또한 나머지 2편은 보상적 접

른 과제에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전반적인 일상생활

근 (compensatory treatment) 방법을 취하였으며 전략

수행증진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위의 내용들을

훈련(strategy training)이 사용되었다.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Goldenberg(2013)는 전략 훈련(strategy training)이

오류배제 학습(errorless learning), 특정한 과제의 반복적

Ⅳ. 고 찰

인 학습(intensive training)과 언어화 기술(verbalization
technique)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Buxbaum 등(2008)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치료의 결과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
본 연구는 뇌졸중 실행증 환자를 위한 중재에 대하
여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여 실행증에 대한 질적 수준이
높은 중재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하
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논문은 총 4편으로
모두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ail; RCT)이며 종속변인, 중재의 분류와 방법, 중재의

전이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행증과 동시에 측정된 종속 변인 중 ‘일
상생활의 기능적 독립성’으로 4편 중 3편에서 동시에 측정
되었다. Smania 등(2006)은 동작 훈련(Gesture Training)

상적인 전략은 오류배제 학습에 기반을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Goldenberg, Daumuller와 Hagmann
(2001)은 특정한 과제의 반복적인 학습(Intensive
training)은 특정 과제 수행의 향상을 가져오나, 다른

과제들에 일반화되기에는 어렵다고 하였다. Donkervoort,
Dekker, Stehmann-Saris와 Deelman(2001)은 언어화기

술(verbalization technique)을 통해 과제 수행을 하는데
가이드를 해주며 중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전이 효과는 인지 전략 훈련(cognitive strategy training)은 치료하지 않은 과제에도 일반화가 되며, 일상생

시 일상생활동작 질문 척도(ADL questionnaire)에서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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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수행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제스처 훈
련(gesture Training)은 치료하지 않은 다른 과제에 일
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전반적인 일상생활 수행증진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Goldenberg, Daumuller와 Hagmann(2001)은 한

과제에서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훈련의 일반화 가능성이 평가되지 않았으며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Hangmann(1998)은 중재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환자가 가정 내에서 훈련을 지속할 때
유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향후 위에서 소개한 중재
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가정방문
재활 서비스에 관한 중재 및 가정 내의 일상생활 프로그
램 중재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실행증 개선을 위하여
제공되는 중재방법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4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체계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포함되는 4편의 논문이 모두 무작위 대조연구이
고, 뇌졸중 환자의 실행증을 위한 중재 연구는 2006년
이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도구로는 신경심리
학적 검사도구와 일상생활 독립성 평가도구가 4편 중 3
편에서 사용되었다. 단일 중재만 제공되고 있으며, 교정
적 접근(restorative treatment)을 취하는 제스처 훈련
(Gesture Training)은 치료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전이

에 제한이 있으며, 보상적 접근 (compensatory treatment) 방법의 전략 훈련(strategy training)은 치료하지

않은 과제에도 전이가 되었으며, 일상생활 수행 증진에
도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행증에 관한 중재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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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Intervention for Apraxia in Review Studies
Study

Donker
voort
et al.
(2001)

Geusge
ns et
al.
(2006)

60

Assessment

ADL observation,
Barthel index,
The apraxia test,
Motricity index

Participants

Intervention

Treatment
Group(n=56)

Treatment Group: 8 weeks strategy
training

Control
Group(n=57)

Control Group: usual occupational
therapy focused on sensory, motor,
perceptual, & cognitive deficits

Treatment
Group(n=56)

Treatment Group: 8 weeks strategy
training

Control
Group(n=57)

Control Group: usual occupational
therapy focused on sensory, motor,
perceptual, & cognitive deficits

Limb praxis function
evaluation,
Ideomotor apraxia test

Korea Journal of 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Vol. 1, No. 1] 2019

Results

Treatment Group had significantly (p=0.03)
in ADL functioning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trol group At 5 mo follow up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ADL
functioning.

Treatment(p=0.00) groups improved
significantly on non-trained task. The
change of score in non-trained tasks was
significantly larger (p=0.04) in the treatment
group.
Control (p=0.05)groups improved
significantly on non-trained task.

Transfer effect

Transfer of the
positive
treatment effects of
the strategy training
to untrained tasks.

Smania
et al.
(2000)

Verbal comprehension
test(Token Test),
General intelligence
test, Oral apraxia test,
Constructional apraxia
test,
Ideational apraxia,
Ideomotor Apraxia and
Gesture comprehension
tests,
ADL questionnaire

Treatment
Group(n=6)

Control
Group(n=7)

Treatment
Group(n=9)
Smania
et al.
(2006)

ADL observations,
Barthel Index,
The Apraxia test.
Raven Test
Token Test

Control
Group(n=8)

Treatment Group:
Transitive,
Intrinsitive-symbolic, &
Intrinsitive-nonsymbolic gesture training

Control Group: conventional treatment
for aphasia

Treatment Group had significant
improvement and reduction in errors in
ideational (p=0.04, p=0.00) and ideomotor
(p=0.04, p<0.00) test of apraxia.
The positive
treatment effect
occurred not only for
the specifically
trained tasks but that
a transfer to other
tasks took place.

Both groups had 35-50 minute treatment
sessions

Treatment Group:
Transitive,
Intrinsitive-symbolic, &
Intrinsitive-nonsymbolic gesture training

Control Group: conventional treatment
for aphasia

Treatment Group had significant
improvement in ideational (p<0.01),
ideomotor(p=0.02), & gesture
comprehension test (p=0.02) & in the ADL
questionnaire (p<0.01). 2 mo follow 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ecline when
compared to post-treatment result.

Both groups had 30-50 minute treatment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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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vention for Apraxia in Stroke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Hwang, Taek-Bin*, B.H.Sc, O.T., Park, Ji-Hyuk**, Ph.D., O.T.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aster’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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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This systematic review aimed to investigate the treatment for acquired apraxia in stroke patients.
Methods: We searched PubMed, ScienceDirect, and Scopus for paper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19. The main
search terms were “Apraxia” and “training or intervention or treatment”. Based on the inclusion/exclusion criteria,
4 published studies were selected.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e level of quality for each study, the type of intervention,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the stroke patients’ recovery stage, applied tools, and dependent variables measured based on
apraxia. Two types of intervention were identified. Intervention studies reported that gesture training and strategy
training significantly ameliorated apraxia.

Conclusion: Through this systematic review, we were able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trends of intervention for
stroke patients with apraxia. This systematic review is expected to help select proper interventions and treatment
frequency and intensity and to aide assessment according to the stroke stage of the individual.

Key words: Apraxia, Intervention, Stroke, Syste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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