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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upper extremity function to function better, but then the lack of stability and balance the body’s ability to attack a child
lacking a stable position spastic diplegia both hands on the improved coordination of activities based on the upper extremity upper extremity
function after applying the performance find out about what kind of changes which will. Study how the individual laboratory studies (single-subject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were used for the design of the ABA. Session of the experiment consists of a total of 20 were three times baseline
process, improved coordination of both hands based on the mediation process, who underwent upper extremity activities of 20 times, completing
baseline regression process, the intervention process was measured three times in two weeks. Improve both hand coordination activities, based on
the amount of five upper extremity (arm stretches to keep the bar and rings put, putting you release magnetic beads, putty, newspaper crease and
tear) that perform the activities of, for each activity 5-7 minutes, twice a week were 10 weeks. For general information, medical records was obtained
through pre-interviews, upper extremity function was assessed using the QUEST & Box and Block Test. In this study, the bilateral coordination
training program affected children’s upper extremity function. Accordingly, it will be helpful to develop programs of using bilateral hands for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a. Further study is needs to find various ways of promoting mobility and sociality.
KEY WORDS: Spastic diplegia, Bilateral coordination training, Upper extremity function

서 론

상적인 움직임을 느끼고 배우기가 어려워 균형이 결여되는 특징을 가
진다. 또한, 자세나 운동에 대한 두려움과, 억지로 균형을 잡아 보려는

뇌성마비란 뇌의 미성숙한 시기에 가해진 비진행적 뇌손상에 의

지나친 노력으로 경미하게 침범된 사지(extremities)까지도 경직을 심

해 발생되는 장애이다. 주로 운동 장애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시력 장

하게 증가시킨다(Bobath, 1980). 그러므로 경직이 심한 아동의 경우 그

애, 청력 및 언어 장애, 경련성 질환, 정신지체 등을 동반하는 복합적

들의 체중을 다양한 자세에서 유지할 수 없어 이들이 균형을 유지하

인 증후군이다. 이것은 질환이나 병이 아니라 출생 전, 중, 후 그리고

기 위해 상지를 사용하므로 양손 사용이 어렵고 손 기능의 발달도 지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이며, 가족력과 상관없

연된다(Bobath, 1985). 손은 인간 생활의 적응과 창조적이고 정서적인

이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다(Bobath, 1992). 뇌성마비 발생에 가장

표현의 기술 및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요한 위험요소는 조산인데 뇌성마비 환자의 50-60%를 차지하며

리고 다양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놀이 활동,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경직형 양하지 마비이다(김선웅, 2008).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작업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김성희
와 송병호, 2004; Exner, 1996).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반사 때문에 정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상지 기능이 하지 기능보다 우수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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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몸통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균형 능력이 결여된 경직형 양하지 마
비 아동에게 다양하고 안정된 자세에서 손 기능을 훈련하고 증진된
손 기능을 얻는 것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느냐를 결정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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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Erhard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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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았다. 중재 기간에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상지 활동 프로그

협응(coordination)이란 효율적인 동작을 위해 다양한 감각양식을

램을 매 회기마다 적용하였으며 기초(A´)에서는 중재 효과의 지속 여

가진 개별운동 시스템을 통합하는 능력을 말한다(Gallahue, 1995). 우

부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를 종료한 후 2주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

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동작들은 관절과 근육들을 조화롭게

구 대상자의 훈련과 결과 측정은 연구자에 의한 오염 변인을 줄이기

움직여 협응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이 중 양손 협응(bimanual co-

위해 본 연구자 2인이 실험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실시하였다.

ordination)은 좌 · 우 양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활동에서 보이는 율동
적인 움직임으로, 특히 한 손을 주로 사용하고 다른 손은 보조하는

3. 연구 도구

과정을 이야기한다(양영애 등, 2009; Turvey & Kugler, 1984). 운동 장애

1) 아동용 질적 상지 기능 검사도구

를 가진 아동이 스스로 독립적인 양손 협응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좀

DeMatto 등(1993)에 의해 개발된 상지 기능 검사(quality of upper

더 원만한 일상생활활동 해결을 도모하며, 생활 주변의 물건 조작을

extremity skills test, QUEST)는 소동작 기능 검사로 운동과 자세반응

원활히 함으로써 응용 동작의 확립이나 작업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에 관련된 정보와 상지 기능의 질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나아가, 전인간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게 할 것이다(전헌선, 1995).

QUEST는 어깨, 팔꿈치, 손목의 분리된 움직임(dissociated move-

본 연구는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양측 협응 향상에 기반한

ment, 84항목), 쥐기(grasps, 24항목), 체중 지지(weight bearing, 50항목),

상지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상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보호 신전(protective extension, 36항목)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아보고자 시행하였다.

고, 총 194항목을 평가한다.
쥐기 영역은 발달 순서에 따라 정상적인 손의 쥐기를 항목으로 하

연구 방법

였다. 쥐기 영역을 평가하는 동안에 머리와 체간의 정렬 또한 평가하
는데, 머리와 체간의 정렬은 쥐기의 평가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1. 연구 대상

체중지지와 보호신전 영역은 정상발달 순서를 기초로 하여 앞, 뒤, 측

대상자는 대학 부속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경직형 양하지 마비

면을 평가하여 기록한다. 체중지지와 보호신전 영역을 아이의 정적

로 진단받은 학령기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를 시작

과 동적 능력을 함께 반영한다. 평가와 계산을 포함하여 전체 테스트

하기 전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로 소요된다.

명하여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15명을 대상으로
평가 및 치료(중재)를 실시하였다.

아이는 팔꿈치가 쉽게 보이기 위해 짧거나 걷기 쉬운 재질의 옷을
입고 테이블은 허리 정도의 높이여야 한다. 아이가 의자에 앉아 엉덩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와 무릎을 직각으로 하여 발은 지표면에 있어야 하며 보조도구를

첫째,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경직형 양하지 마비로 진단받은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벤치, 컵, QUEST sheet, 크레용 또는 연필, 장난

만 4 - 6세 미만의 아동

감, 블록 등이 필요하다. 평가는 각 항목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을 때

둘째, QUEST와 BBT 평가 항목에 기반한 양손 사용이 가능한 아동

yes, 불완전하게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한 경우 no, 평가가 이루어지

셋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검사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시 따르

지 못했을 때 not tested로 부가하여 이때 점수는 4가지 영역에 대한

기가 가능한 아동(병원기록 확인)
넷째, 연구 기간 동안 동일한 보호자와 내원할 수 있는 아동
다섯째, 상지 기능의 운동성에 대한 연구인만큼 인지적 장애를 동
반하지 않는 중복장애가 아닌 아동

총점이 제공되고 평균 점수는 두 팔의 기능을 합하여 계산된다.
QUEST의 점수 범위는 0점 이하에서 100점까지이며, 18개월에서 8
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결과 측정에
대한 신뢰도는 0.75-0.95로 검증되었다(Folio & Fewell, 1983). 부가적으
로 평가하는 동안 경직의 정도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여 주관적으

2. 연구 설계

로 기록할 수 있다(DeMatto et al., 1993).

본 연구는 개별실험연구(single-subject reseach design) 중 ABA 설계
를 사용하였다. 연구 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시하

2)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

였다. 실험과정은 기초선 기간(A) 3회기, 중재 기간(B) 20회기로 진행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box and block test, BBT)는 한 손 동작의 대

되었다. 기초선 기간에는 양손 협응 향상을 기반한 상지 활동을 적용

동작을 평가하는 도구로 상자 안의 나무토막을 한 손으로 옮겨 손의

하지 않았고, 아동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평가와 전반적인 기능

조작능력과 협응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실험방법이 간단하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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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의 집중력이 짧고 지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조절이나 자세 긴장도의 변화로 아동이 어려워할 경우 치료사가 약

도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하다(정민예 등, 1996). 점수는 1분 동안 넣

간씩 보조해 주었다.

은 나무토막의 개수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손 동작이 좋은 것이다.
검사 실시 방법은 책상 위에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 도구를 설치한

(1) 한 손으로 막대 유지하며 고리 넣기

후 앉은 자세에서 실시한다. 대상자에게 약 15초간의 연습시간을 주

아동의 손의 크기에 맞춰 지름 2 cm 정도 되는 원형 막대를 양 어

어 숙지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인터뷰에서 미리 획득한 정보인 우세

깨 넓이로 넓혀 잡고 어깨 높이까지 유지한다. 이때 아동의 손이나 팔

손부터 실시한다. 조작능력과 관련하여 우세한 손이란 자발적인 운

의 근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사가 약간의 보조를 해 주어 신체

동 시에 더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

정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어깨 높이에서 막대를 유

진현 & 정원미, 2004). 측정시간은 1분이며, 1분이 되면 멈추고 반대편

지하는데 10초씩 3세트로 한다. 다음 자세는 만세 동작으로 막대를

도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실험도중 던지는 행위 등이 나타나 실험

유지하도록 한다. 막대를 비우세측으로 잡고 유지하여 우세측으로

에 의미 없을 경우 중단시키고 재교육하여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김

손가락 모양의 고리를 넣어 끼우도록 한다. 막대의 바깥쪽에서부터

성희 & 송병호, 2004).

중앙으로 다양한 색깔의 고리를 넣으며 집중하도록 하며 눈과 손의
협응 또한 도모한다.

4. 실험 과정
1) 기초선 과정

(2) 자석 구슬 붙이고 떼기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활동을 시행하지 않고 연구 대상자

한 손에는 자석 막대와 한 손에는 아동의 주먹 크기보다 작은 구

의 성별, 나이, 마비측, 주양육자 등은 의무 기록지나 간단한 인터뷰

슬(지름 1 cm 혹은 지름 1.5 cm 정도)을 10-20개 정도 연속적으로 막

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QUEST와 BBT로 상지 기능을 평가하여 기록

대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 붙인 구슬은 정해진 컵에 옮겨 담도록 하

지에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고, 이러한 모든 평가는 조용하고 집중할

며 눈과 손의 협응까지 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대상자에게 시행하였으며 30분 정도의 시
간이 소요된다.

(3) 찰흙 반죽하기

치료용 특수 찰흙(putty)을 사용하여 밀거나 늘이면서 다양한 크
2) 중재 과정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경직형 양하지 마비로 진단받은 아동에
게 연구자가 선택한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활동을 10주 동안

기로 연출해 보도록 한다. 둥글거나 길게 모양을 만들도록 하며 아동
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찰흙 속에 구슬이나 콩 등을 숨겨 놓고
찾도록 유도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주 2회씩 총 20회씩 실시하여 적용한다. 매 회당 5가지 프로그램을 적
용하며 각 프로그램마다 소요시간을 약 5-7분 정도씩 분배하여 하루
총 소요시간을 30분 전후로 설정한다.

(4) 신문지 구기기 및 찢기

미리 준비해 둔 신문지는 일반 신문지 크기의 절반정도(가로 39 cm
× 세로 27 cm)로 아동이 양손 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가슴과 배 사이

3)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활동

높이 정도에서 신체 정렬을 유지하며 구기거나 찢도록 한다. 치료사가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활동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대

적당한 지점을 선정해 주는 것을 허용하며 아동 스스로 신문지를 잡

상 아동의 장애 상태 및 신체적 능력에 적합하도록 인용문헌을 참고

고 구기거나 찢을 수 있도록 한다. 신문지 외의 다양한 재질과 색깔의

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대상 아동이 쉽고 단순하게 따

종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두께나 크기의 변화로 난이도를 조절한다.

라할 수 있게 하였다. 주 실험대상자인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상
지 기능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2회 이상

(5) 바느질하기

검증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각 프로그램은 5-7분 정

구멍이 열 개 정도 뚫린 모형에 운동화 끈 두께의 굵은 실을 이용

도 소요되고 각 항목을 진행하는 데 일정한 순서는 없었으며, 아동의

하여 모형을 뒤집어가며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바느질하듯 박

선호에 따라 5가지 프로그램 중 선택하도록 하여 진행하였다.

음질 형태로 모양을 완성한다. 이때 구멍을 차례로 끼워 넣도록 유도

프로그램 실시의 기본적인 자세는 자세 교정 치료용 의자에 앉아
전반적인 몸의 정렬(alignment)을 갖춘 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몸통

하며 구멍을 건너뛰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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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4) 기초선 회귀과정

연구자가 개발한 5가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후 QUEST와 BBT를
재평가한다. 중재가 종료된 2주 후에 대상자의 상지 기능을 평가하였
고, 연구의 적절성을 위해 치료 전과 후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임상에서 흔히 쓰이는 아동의 상지 기능 평가 도구로 상지 기능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민예 등(1996)과 김성희와 송병호(2004)는
상자와 나무 토막 검사(BBT)를 사용하였고, 정재권과 오명화(1999)
는 젭슨-테일러 손기능 검사(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HFT)를

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로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

사용하였다. 또한, 채경주와 권정아(2005)는 피바디 발달 운동 척도

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통한 빈도분석으로 구하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 PDMS)를 사용하였다. Mathiowetz

였고, 양손 협응 훈련 프로그램 전과 후의 QUEST평균 변화와 각 항

등(1985)에 의해 개발된 표준화된 평가도구인 BBT는 사용하기 쉬우

목 간의 평균점수와 유의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이

며, 소요시간이 적게 들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잡기

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α는 0.05로 하였다.

(prehension) 형태의 질적인 면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오
혜원, 2000). JHFT는 Jebsen 등(1969)에 의해 고안되고 객관화 및 표준

연구 결과

화되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하고 넓은 범위
의 손 기능을 시간이라는 정량적인 단위로 측정함으로써 잡기 형태
의 질적인 면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이성아, 1996). Folio와

1. 연구 대상자의 선정 평가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Fewell(1983)이 개발한 아동 상지 기능 평가도구인 PDMS는 정상 아
동과의 상지 기능 비교에 좋고, 소요시간이 30-40분이라는 장점이 있

2.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QUEST의 항목 간의 평균 변화

양손 협응 작업 활동 실시 전과 후의 상지 기능을 비교해 본 결과

으나, BBT와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의 상지 기능을 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채경주와 권정아, 2005).

프로그램 전의 QUEST의 평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이에 본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의 상지 기능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다. QUEST의 각 항목 간 평균 변화에서는 체중 지지를 제외한 3개의

있는 도구로 QUEST를 사용하여 단기간에 양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항목이 유의하였으며, 쥐기가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보호 신

않은 아동들에게도 질적인 향상이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상지 기능

전과 분리된 움직임의 순으로 점수 변화를 보였다(Table 2).

의 질적 향상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QUEST를 이용하여 정상아
를 평가하였을 때, 정상아는 18개월에서 90% 이상의 수행력을 보인다

3.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BBT의 평균 변화

양손 협응 작업 활동 실시 전과 후의 상지 기능을 비교해 본 결과

Table 2.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QUEST의 각 항목 간 평균 변화

(N= 15; 단위: 점수)

프로그램 후의 BBT의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평균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양손 협응력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Table 3).

Table 1.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성별

남자
여자
만4세
만5세
만6세
양하지
삼지
오른손
왼손
어머니
아버지
기타

연령

마비측
우세손
주양육자

대상자수(명)

백분율(%)

10
5
6
4
5
12
3
10
5
11
3
1

66.7
33.3
40
26.7
33.3
80
20
66.7
33.3
73.3
20
6.7

합계
분리된 움직임
쥐기
체중지지
보호신전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차이

M± SD

M± SD

M± SD

61.88± 9.19
81.20± 7.95
50.80± 9.46
65.33± 14.61
54.60± 10.32

67.76± 8.18
82.66± 8.16
63.13± 14.06
68.26± 12.30
57.00± 10.28

5.88± 1.01
1.46± 0.21
12.33± 4.60
2.93± 2.31
2.40± 0.04

t값
3.57*
2.21*
3.20*
1.62
2.23*

*p < .05.
QUEST: quality of upper extremity skills test.

Table 3.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BBT의 각 항목 간 평균 변화

(N= 15; 단위: 점수)

우세손
비우세손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차이

M± SD

M± SD

M± SD

27.33± 4.76
22.53± 5.65

*p < .05.
BBT: Box and Block Test.

31.06± 5.41
25.26± 1.45

3.73± 0.65
2.60± 0.11

t값
8.90*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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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는데(DeMatto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활동을 위

결 론

해 꼭 필요한 손의 사용을 강조하고 특히 양손의 협응을 통해 아동
스스로 일상생활 독립의 수준과 범위를 넓힐 수 있길 기대하였다. 이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설정한 5가지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

를 위해 치료실에 내원하는 아동들이 즐기면서 훈련할 수 있는 5가지

지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QUEST와 BBT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활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활동을 수행

과를 얻었다.

하는 도구는 본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중 양손 협응 훈련 도구이다.

첫째,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활동이 QUEST를 통해 알아

또한, 아동이 즐겁게 활동하고 성취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본 결과, 체중지지를 제외한 분리된 움직임, 쥐기, 보호신정에서 유의

것들로, 싫증내지 않고 계속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일상생

한 차이를 보였다.

활에 필요한 양손의 근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도구로 선택하였다.

둘째,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활동이 BBT를 통해 알아본 결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활동들도 연구자의 시범을 따라하도록 하여

과, 우세손과 비우세손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는 아동의 경우 연구자의 세밀한 도움과 함께 반복적으로 훈련하도

활동의 프로그램을 통해 경직형 양하지 마비 아동의 상지 기능에 질

록 하는 제한점을 가졌다.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질적인

김정화(2006)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양손 협응 동작 훈련을

상지 기능의 개선을 위한 상지 프로그램의 연구가 이루어져 상지 기

적용하였을 때, 일상생활 중 자조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능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는 다르게 개발 프로그램과 연구 대상자의 타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입의 차이로 인해 각 평가 별 세부 항목의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양손 협응 향상에 기반한 상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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