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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사례연구는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 주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변화
와 일상생활활동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실험 대상자는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 진단을 받은 44세 남자 환자로 손상 측 상지에 보툴리눔 독소 주
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을 주 5회 30분씩 8주간 훈련을 받았다. 평가는 주사 전, 중재 4주 후와 8주 후의 상지기능
변화와 일상생활활동 수행변화를 평가하였다. 상지기능 평가는 뇌졸중 상지기능 평가(Manual Function Test;
MFT)와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Box and Block Test)로 평가하였고, 일상생활활동 수행평가는 수정된 바델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MBI)로 측정하였다.
결과 : 상지기능평가에서 손의 조작능력과 기민성이 향상되었고 또한, 일상생활활동 하위 영역 중 개인위생, 식사하
기, 용변처리, 옷 입기 항목에서 향상을 보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활
동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보툴리눔 독소, 과제 지향적 훈련, 뇌졸중,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Ⅰ. 서 론

해(Basmajian, 1989), 상지는 하지에 비해 효과가 적
었으며 뇌졸중 이후 편 부전마비를 갖는 환자 중 50%

뇌졸중이란 뇌의 혈액공급이 중단되거나 뇌 조직으

이상은 상지의 마비로 오랜 기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

로 출혈이 발생하여 주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지배

로 손상된 팔의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서 장애를 가

하는 뇌의 기능이 상실되는 뇌혈관 질환을 의미하고

지게 된다(Wu, Chen, Tsai, Lin, & Chou, 2007).

(Sharp & Brouwer, 1997), 이러한 뇌졸중은 가장 일

최근 뇌손상 후 상지기능 개선을 위해 보툴리눔 독

반적으로 편 부전마비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손상

소를 근육 내에 주사 후 근육경직과 과 긴장을 감소

과 불능을 초래하게 된다(Page, Levine, Leonard,

시키는 연구사례가 많다. 보툴리눔 독소는 아세틸콜

Szaflarski, & Kissela, 2008). 편 부전마비에 대해

린을 분비하는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세포 내에서 선

서 환자의 하지 기능 회복은 매우 효율적이었던데 반

택적으로 이입되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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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를 가져온다(김현숙 등, 2001). Corry, Cosgroce,

2014년 2월경에 대구에 소재한 D대학병원에서 자기

Walsh, McClean과 Graham(1997)은 보툴리눔 독소 주사

공명 영상촬영(MRI)에 의해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에 대한 연구에서 편마비 환자에게 과 긴장도를 감소시키

진단을 받고 2014년 4월경에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는 결과는 있었지만 세밀한 운동기능에는 변화가 없었다

위해 대구에서 소재한 D병원에 내원하였다. 대상자의

고 하였고, Yablon, Agana, Ivanhoe와 Boake(1996)는

좌측 상지의 근력은 도수근력 검사(Manual Muscel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상지 원위부에서 과 긴장 감소와 관

Testing)상 3등급이고, 좌측 손에서 약간의 근 긴장

절가동범위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하였다.

도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뇌졸중 후 상지기능 치료에는 강제유도운동치료,

보였다. 감각은 양쪽 모두 정상이었고, 이동능력은

거울치료, 로봇훈련 치료, 보조기 착용 등의 근육 재

50m이상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나 계단 사용에서는

교육 접근법, 신경 촉진 접근법이 재활치료에 많이

안전에 대한 고려와 감독이 필요하였다. 대상자의 인

사용되어 왔으나 장시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만족

지수준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최근 치료 접근 방법

Status Examination-Korea)를 이용한 결과 29점으

들 중에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과제 지향적 훈련이

로 정상 수준이었다. 연구 전 대상자에게 목적 및 방

상지 운동 기능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Van

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

Peppen et al., 2004).

를 실시하였다.

과제 지향적 운동은 손상 받지 않은 상지보다 손상
된 측 상지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어 운동기

2. 치료 방법

능을 최대화시켜 회복하는데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여
(Dromerick, Edwards, & Hahn, 2000),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운동기술들을 연습시키고, 다양한 환

1) 보툴리눔 독소 주사요법
본 실험에 사용된 보툴리눔(Botox, Allergan, USA)

경에서의 적응성을 높여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의

독소는 100 unit을 생리식염수 3cc로 희석하여 독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Horak, 1991).

의 용량을 조절하였다. 주사 시술은 한 명의 재활의

본 연구에 적용된 과제는 16개의 일상생활활동 운

학과 의사가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경직의 양상과 기

동기술항목과 20개의 처리기술항목을 노력, 효율성,

능에 따라 주사 근육을 결정하였다. 부위는 요골측

안전성, 자립성의 4개 관점에서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수근 굴근(Flexor carpi radialis: FCR)에 30 unit,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환자-중심의 평가도구에

척골측 수근 굴근(Flexor carpi ulnaris)에 30 unit,

적용된 과제들로 구성되었다(Fisher, 2003).

단무지 굴근(Flexor pollicis longus)에 30 unit, 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보툴리눔

지굴근(Flexor digitorum supficialis. 2nd)에 20 unit,

독소를 주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이 상지기능 및 일

심지굴근(Flexor digitorum profundus. 2nd)에 20

상생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 사례 연구

unit를 1회에 한하여 주사하였다.

를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뇌졸중 치료에 효율적인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 과제 지향적 훈련
본 연구의 과제훈련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도록 운동처리기술평가
(Assessment of Motor and Process Skill; AMPS)

1. 대상자 정보

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과제 중에서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의미가 있고 퇴원 후 가정에서도 수행할

본 연구의 대상자는 44세의 남자 뇌경색 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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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셔츠 다리기, 창문 청소하기, 설거지 하기,

Therapeutic Science for Neurorehabilitation Vol. 5, No, 1, 2016.

라면 끊이기 총 4가지 과제를 1일 30분씩 주 5회 8주

1997). 10가지의 구체적인 일상생활활동 항목으로는

간 작업치료사 1인에 의해 행하여졌다(Table 1).

개인위생, 혼자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계
단 오르기, 옷 입고 벗기, 배변조절, 배뇨조절, 보행/
휠체어, 의자/침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

3. 연구 도구

은 5단계로 차등 점수화 되어있으며, 타당도와 신뢰
1)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
(Manual Function Test; MFT)
MFT는 일본 동북대학에서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

도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항목별 내용의

능 및 동작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도구로

존, 25 49점은 최대 의존, 50 74점은 부분 의존,

상지의 운동(4항목), 집기(2항목), 손가락조작(2항목)

75 90점은 약간 의존, 91 99점은 최소 의존, 100

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과는 수행 시 1점으로, 불가능

점은 완전 독립을 나타낸다(An & Lee, 2009).

비중에 따라 가중치가 부가되어 있다(Lee et al.,
2011).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0 24점은 완전 의

할 시는 0점으로 기록하며 결과 값은 32점 만점의 총
계를 구한다. 상지 기능의 회복과정과 일상생활활동

4. 분석 방법

의 실용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쉽게 고안되었다(Chai & Lee, 1997). 본 연구에서의

보툴리눔 독소주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을 통한 치

MFT 평가는 1994년 김미영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한

료의 효과에 대하여 주사 전과 4주 후 및 8주 후의 평

글 MFT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하였다(Kim, 1994).

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치료효과를 제시하였다.

2) 상자와 나무토막검사
(Box and Block Test; BBT)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손의 조작 능력 및 상지의 기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
용하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이다. 이 도구의 검사-재검

Ⅲ. 연구 결과
1. 뇌졸중 상지기능평가의 변화

사 신뢰도는 왼손이 ɼ=.94, 오른손이 ɼ=.0.98 이고
(Cromwell, 1960), 검사자간 신뢰도는 왼손 ɼ=.99,

상지 평가 도구 항목인 상지의 운동, 파악, 손가락

오른손 ɼ=1.00이다(Mathiowetz et al., 1985). 상

조작 3항목의 합을 측정하였다. 주사 전에는 총점이

자와 나무토막 검사는 길이가 2.54cm인 정육면체 나무

20점, 4주 후 23점으로 15% 증가하였고, 8주 후에는

토막과 중앙에 칸막이가 달린 크기가 53.7cm×27.4cm

25점으로 주사 전에 비해 20% 향상되었다(Table 2).

로 된 직사각형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방법은 블
록을 한 쪽 상자에서 다른 쪽 상자로 옮기는 것으로
각각의 손이 1분 동안 옮긴 블록의 개수를 점수로 환
산한다(Trombly & Radomski, 2002). 본 연구에서
는 손상 측의 측정값만을 사용하였다.

2.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 결과
대상자는 주사 전 12개였으나 4주 후 16개로 33%
증가하였고, 8주 후에는 18개로 주사 전에 비해 50%
증가하였다(Table 3).

3) 수정된 바델 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MBI)
수정된 바델 검사는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수

3.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 변화

행능력의 자립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며 환자의 기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수정된 바델지

능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Yoo, Chun, Oh & Chun,

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점에서 대상자는 주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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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sk-oriented training program
Task

Training method

Ironing
Vacuuming
Dish-washing
Cooking

To smooth a shirt and pants by removing wrinkles using a heated iron
To clean the room using vacuum
To wash the dishes using scrubber and dish detergent
To cook Quick noodles in a pot

Table 2. Changes in the MFT score
Items

Before
treatment

After 4-week
treatment

After 8-week
treatment

Upper Extremity Function

16

16

16

Grasp Strength

4

5

6

In-hand Manipulation

0

2

3

총점

20

23

25

MFT: Manual Function Test

Table 3. Changes in the BBT score
Items

Before
treatment

After 4-week
treatment

After 8-week
treatment

Number of Block (60sec)

12

16

18

BBT: Box and Block Test

Table 4. Changes in the MBI score
Items

Before
treatment

After 4-week
treatment

After 8-week
treatment

Personal Hygiene

5

8

8

Bathing Self

3

3

3

Feeding

1

3

3

Toilet

5

8

10

Stair Climbing

5

8

8

Dressing

8

8

10

Bowel Control

10

10

10

Bladder Control

12

12

15

Ambulation

12

12

12

Chair/Bed Transfer

15

15

15

Total

76

87

94

MBI: Modified Barthe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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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점으로 약간 의존을 보였고 4주 후 87점으로 약간

보다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의 영위하는데 질적인 치

의존, 8주 후는 94점으로 주사 전 보다 17점이 향상

료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

되어 최소 의존 상태를 보였다(Table 4).

을 1일 30분씩, 주 5회, 8주 동안 작업치료사 1명에
의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 지향적

Ⅳ. 고 찰

훈련 프로그램은 Fisher에 의해 개발된 AMPS 평가
도구로 일상생활 중심의 표준화된 86개의 과제 중에

만성 뇌졸중 환자의 69% 이상이 상지기능 장애로

서 가정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

인해(Luke, Dodd & Brock, 2004), 일상생활활동의

고 환자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재활치료의

독립적 생활이 제한되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감소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실제 일상생활활동 수행

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Kamper, McKenna-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이 뇌졸중 환자의

Cole, Kahn & Reinkensmeyer, 2002). 상지기능 회

시 지각 및 균형과 전반적인 일상생활활동에 의미 있

복이 대부분 일상생활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는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Lee,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활동과 상지기능회복에

Lee & Yoo, 2011).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효율적

대한 상관관계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상지기능 회복을

인 중재 방법을 알아내고자 하는데 상지 기능의 회복

위한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정과 일상생활활동의 활용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뇌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이용한, 상지운동기능에 많은

졸중 상지 기능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고, 손의 민첩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다.

및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를

경직된 전완에 보툴리눔 독소 주사와 전기 자극

시행하였다. 일상생활활동 평가는 임상에서 가장 널

(electrical stimulation and ultraso-nography)치

리 활용되고 있고 기능변화에 객관적인 수정된 바델

료를 시행하여 4주 후 관절가동범위 향상과 경직의

지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와(Picelli et al., 2014) 보

과제 지향적 훈련을 사용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편

툴리눔 독소 주사 후 작업치료를 통한 집기 연습과

마비 환자들에게 과제 지향적 접근법은 인지적, 생

쥐기 연습, 양 손 사용을 통한 다양한 감각자극은 손

역학적으로 손상된 사지의 사용을 이끌어내어 손상

목과 손가락의 근력 증진 뿐 아니라 기능적이고 미세

받지 않은 피질 회로와 손상된 영역과의 인접 부 위

한 손 움직임을 만들어준다고 보고하였다(Chong,

에 있는 피질의 감각성 자극을 유도하여 국소적인 종

2002).

말 발화 또는 기능적인 연접 재 조직화를 촉진된다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툴리눔 독소 주사와 기능적

것을 신경 영상학 또는 뇌지도화 기법을 통하여 증명

치료를 병행하였을 때 상지의 경직 감소와 관절가동

되었다(Jang el al., 2003).

범위를 향상시켜 상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밝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신체적

혔지만 일상생활활동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능향상을 통해 과제 지향적 훈련을 실시한 결과 보

는 보고된 것이 없었다.

툴리눔 독소 주사 전과 비교하여 중재 4주 후와 8주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뇌졸중 환자를 대

후에서 뇌졸중 상지기능평가의 파악 항목과 손가락

상으로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을

조작 항목 및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에서 향상된 결과

실시하여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 향상에 미

를 보였다.

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툴리눔

상지기능검사의 파악 항목에서 야구공, 연필, 동

독소 주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전, 바늘 집기 영역에서 주사 전 야구공, 연필만 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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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였지만, 중재 4주 후 야구공, 연필, 동전 집

비교해보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추적조사도 병행하

기가 가능하였고, 중재 8주 후에는 야구공, 연필, 동

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과

전, 바늘 모두 집기가 가능해졌다. 손가락 조작 하위

제 지향적 훈련이 상지운동기능 향상과 일상생활의

항목인 입방체 운반과 페그보드 끼우기 영역에서도 8

독립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미치는 영향

주 경과까지 지속적인 상지운동 기능이 향상된 것으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과제 지향적 접근법은
동일 동작을 반복하는 치료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실

Ⅴ. 결 론

제 수행되는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과제로 구성된 활
동들을 훈련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상지운동기능회
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Schmidt, 1991).

본 연구는 2014년 4월 7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결과에서는 상지운동

뇌졸중으로 인한 만성편마비를 진단 받은 44세 남자

기능이 향상되면서 상지의 의존도가 높은 개인위생,

환자 1명을 대상으로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과제 지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 입기 영역들의 점수가 증가

향적 훈련을 실시하여 주사 전, 4주 경과 후 8주 경과

하여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과제 지향적 훈련으로는 퇴

음을 알 수 있었다.

원 후 가정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제로 다림질

기존 연구에서도 과제 지향적 훈련 집단이 일반적

하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라면 끊이기를 실시하

작업치료 집단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일상생

였다. 상지기능은 MFT로 측정하였고 일상생활활동

활활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고(Kim, 2012),

평가는 MBI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과제 지향적 상지 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손상 측 상

얻었다.

지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향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Jung, 2009)
보툴리눔 독소의 경직 효과는 최대 2주경부터 관찰

첫째,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 파악 하위항목에서 8주
경과 후 볼, 연필, 동전, 바늘 모두 집기가 가능해져
파악 및 손가락 조작 능력이 향상되었다.

되지만 상지의 기능적인 회복은 지속적인 치료와 훈

둘째,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에서 옮긴 블록의 수가

련을 통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어(Noh, Seo,

주사 전 12개였지만 8주 경과 후 22개로 83%증가하

Chong & Joo, 2011), 독립된 일상생활을 위한 적절

여 손의 기민성이 향상되었다.

한 과제 지향적 훈련을 병행하면 치료효과에 더 큰

셋째, 일상생활활동 평가(MBI)에서 주사 전에 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 8주 경과 후 개인위생, 식사하기, 용변 처리, 옷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과제 지향적 훈련이 손의 기

입기 항목에서 최소의 도움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

능적인 능력, 민첩성, 양손 협응력 등을 향상시켜 독

졌다.

립된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과제지향적 프로그
램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활동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조군을 이용한 비교연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로써 작업치료 임상에서

가 아닌 만성기 뇌졸중 환자 1명으로 단일 실험 설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향후 본

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뇌졸중 환자로 일반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편마비 환자에

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과 중재기간이 8주로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추적 관찰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많은 환자
들을 대상으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치료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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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ask-Oriented Training After Botulinum
Toxin Injection o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Patients with Stroke: Case Study
Lee, Min-Jae, B.A., O.T.*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COMWEL Daegu Hospital

Objective : This study was examined the effects of task-oriented training therapy after botulinum
toxin injectio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stroke patient.
Methods : The subject was a 44 year old male who suffered from hemiplegic patient received a
task-oriented training therapy after botulinum toxin injection on involved upper extremity
for 30-min sessions 5 times every week during 8 weeks. The scores were obtained before the
injection, at 4 weeks, and 8 weeks after the injection. The upper extremity function was assessed
using a Manual Function Test and Box and Block Test, and also Modified Barthel Index was
applied for evaluation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formance ability.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ubject’s In-hand manipulation and dexterity
function increase significantly. Also,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sonal hygiene area,
feeding area, toilet area, dressing area scores are improved significantly.
Conclusion : Through this study, task-oriented training after botulinum toxin injection can improve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formance ability of patient with
stroke.
Key words : Activities of Daily Living, Botulinum Toxin, Stroke, Task-oriented training,
Upper extrem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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