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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성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과제 지향적 치료를 적용하여 상지운동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발병 후 1년 미만의 성인 뇌졸중 환자 9명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과제 지향적 훈
련에 참가하는 대상자군은 4가지의 선택적 과제 지향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선택적 과제 지향
적 활동 중재는 총 20회기로 4주간 실시되며 1주에 5회, 1회 30분간 과제 지향적 프로그램을 본인
이 선택하여 1주에 1가지씩 차례대로 수행하였고, 3명의 작업치료사에 의해 중재되었고 중재 전․후
대상자의 상지운동기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는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Purdue
pegboard test, and Box and block 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선택적 과제 지향적 활동 참여 후 상지 운동기능에 향상이 나타났다. 오
른쪽 편마비 환자의 경우 모든 평가 항목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왼쪽 편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Box and block test와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의 먹기흉내 내기 항목에서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p>.05).

결론

선택적 과제 지향적 활동 프로그램은 성인 뇌졸중 환자의 상지운동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상지 움직임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과제중심의 운동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만들어내는 재활치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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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능장애는 근육의 약화나 마비, 비정상적인 근긴장도,
협응장애, 감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손상측 상지의 운

뇌졸중(stroke)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으로 발생하는
뇌혈관 장애로 운동기능, 인지기능, 언어기능과 감각
기능 등의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다(O’Sullivan
& Schmitz, 1994; Sharp & Brouwer, 1997). 이러한 일
차적 손상 외에도 관절가동범위의 제한, 관절 구축과
동통, 어깨관절 아탈구, 전신 피로, 심리적 문제 등의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Ryerson
& Levit, 1997).
뇌졸중 발병이후 가장 일반적인 후유증인 상지 기

동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면서 기능적 사용에 어려움
이 있다(Trombly & Radomski, 2002).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회복은 발병 초기 손상측의 마비의
정도에 따라 기능회복에 영향을 미친다(Nakayama et
al., 1994). 상지 기능회복은 많은 연구보고에서 뇌졸
중 초기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뇌졸
중 이후 1년까지도 상지 기능이 회복된다고 한다
(Liepert et al., 1998; Taub et al., 1993). 이런 연구결과
에서 빠른 회복은 초기에 일어나지만, 능동적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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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정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Carr &

시 3곳의 대학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발병 후

Shepherd, 2003).

1년 미만의 성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최근에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 운동 조절과 기능을

며 총 9명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

향상시키기 위해 운동훈련 로봇재활, 양측성 상지훈

험에 참여하는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선정기준은 다

련활동, 강제유도운동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음과 같다. 1) 발병 후 1년 미만의 성인 뇌졸중 환자,

therapy, CIMT), 거울치료(mirror therapy) 등과 같은 새

2) K-MMSE 20점 이상인 환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로운 접근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치료적 접근

환자, 3) 편측 무시 증상이 없는 자, 4) 근골격계 이상

법들은 많은 노동력, 경제력을 필요로 하기에 지속적

이 없는 자, 5) Brunnstrom stage 4단계 이상인 환자, 6)

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Amit & Sunil, 2009).

30분간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 집중력을 가진

최근 뇌가소성 개념의 도입으로 특정 접근법이 아닌

자, 7) 연구목적의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기능적 회복을 위한 목적 있는 과제 지향적 훈련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task-oriented training)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Han &
Bang, 2008). 과제 지향적 접근법은 치료사보다 환자
와 과제수행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데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키기보다
기능적 과제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함
으로써 기능 향상이 있다고 한다(Bang, 2007). 이는

2. 실험 방법 및 설계
과제 지향적 훈련에 참가하는 대상자군은 4가지의
선택적 과제 지향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선택적

Carr과 Shepherd(2003)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운동 학

과제 지향적 활동 중재는 총 20회기로 4주간 실시되

습이론을 배경으로 뇌졸중 환자를 위해 고안된 치료

며 1주에 5회, 1회 30분간 과제 지향적 프로그램을 본

의 한 형태이다. 과제 지향적 접근법은 기능적 활동을

인이 선택하여 1주에 1가지씩 차례대로 수행하였고, 3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명의 작업치료사에 의해 중재되었고 중재 전․후 대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제로 구성된 효율적인 치료방법

자의 상지운동기능을 평가하였다.

으로 기존에 단일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하던 치료법

4가지의 과제 지향적 프로그램은 과제 A(수건으로

과 달리 기능적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과제 지

책상 닦기 & 앞단추가 있는 상의 입고 벗기), 과제 B

향적 훈련은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들을 훈련

(차 준비하기 & 양치하기), 과제 C(물마시기 & 컵 옮

시키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향상시켜 문제

기기), 과제 D(색종이 모자이크 & 빨래 정리하기)로

해결력과 실용적인 보상전략의 개발에 도움을 준다

이루어진 훈련을 치료사의 시연 후 실시하였다(표 1).

(Carr & Shepherd, 2000). Van Peppen 등(2004)은 집중
적이고 반복적인 과제 지향적 훈련이 상지기능 회복
을 촉진 시키며, 상지 운동 패턴 및 기민성과 조작기

Ⅲ. 평가도구

술을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과제 지향적 치료를 적용하
여 상지운동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1. 인지기능평가

자 한다.
1) K-MMSE(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지기능 검사 중 하나인

Ⅱ. 연구 방법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K)는 다양한 인지상태의
기능들을 5～10분 정도에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1. 연구 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3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D광역

검사로, 이 검사는 외국의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의 원래 문항들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여 번역하
고 표준화 한 도구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지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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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sk-oriented program Introduction
Task

A

Activity

Activity Introduction

desk cleaning
training with
towel

Place your hand on a towel and wipe the desk back and forth, left
and diagonally. This activity induces the shoulder joint (horizontal
horizontal abduction), the elbow joint (flexion and extension),
joint(bilateral deviation), and the fingers(flexion) and Increase the
activity gradually.

dressing shirts
with button

Use lesion side. Soulder joint(all motion), elbow joint(flexion and extension),
wrisit joint(flexion, extension, deviation), in-hand-manipulation. Difficulty
adjustment by size of clothes, size of buttons and number

preparing tea

The ready position is the sitting position(unaffected and affected side using),
training with prepared items.
tear teabag or instant coffee and put in cup with use both hand.
affected side(grasping cup), unaffected side(Pour water into a cup with a kettle).
This activity need Soulder joint(all motion), elbow joint(flexion and extension),
forearm(supination, pronation), wrisit joint(flexion, extension, deviation),
in-hand-manipulation. only this activity use cold water for safety

teeth brushing

perform all activity from using toothpaste to brushing. task with both upper
limb coordination
Using teethbrush[shoulder(Muscular Endurance). shoulder joint(abduction), elbow
joint(flexion, extension), wrist joint(various direction exercise)]. also method of
grasping teethbrush(increase in-hand-manipulation).
involve process of mouse rinsing with cup

water drinking
training

grasp a paper cup(safe consideration) various size, make appropriate hand shape,
not drop and crush.
elbow joint(extensio, flexion), wrsit(pronation, supination), shoulder joint
(abduction, adduction, flexion), finger(flexion, extension) use
without pouring water, lift and drink appropriate speed and power. also,
recognize the distance from mouth and then take the paper cup to mouth
exactly. difficulty adjustment is amount of water and paper cup weight

Moving cup
training

shoulder abduction, elbow joint flexion and extension, shoulder horizontal
abduction and adduction, flexion, finger flexion and extension use
use appropriate power following paper cup weight and then lift, move and
release. difficulty adjustment is cup weight, number and size.

colored paper
mosaic

use both side
sketch on a drawing paper, cutting colored paper with both hand and then
sticking one by one with glue. both upper limb movement and coordination
need. shoulder joint(flexion, horizontal abduction and adduction), elbow
joint(flexion, extension), wrist and hand(flexion, extension, finemotor).
difficulty adjustment is size of paper and picture.

folding laundry

This activity is bring a small towel, a large towel, a top, a bottom, etc. from
drying rack and arrangement. gross movement use in whle arrangement and
finemotor movement use in small size laundry, and then finish put it in closet
difficulty adjustment is laundry size, button, zipper et al.

B

C

D

and right,
adduction,
the wrist
r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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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등록, 주의 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지시 따르기,

3)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HFT)

언어 및 시공간 구성 등을 평가하여 전반적인 인지기

JTHFT는 손 기능 검사를 위해 Jebsen 등(1969)에 의

능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는 초기 대상자 선별 과정

해 발표된 평가 도구이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

에 반영되었다.

는 손 기능을 포함하는 총 7개의 하위항목으로 이루
어진 객관적인 평가도구이다. 각 하위 검사는 쓰기,

2. 상지 기능평가

카드 뒤집기, 작은 물건 옮기기, 먹기 흉내 내기, 장기
말 쌓기,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크고 무거운 물건

Purdue pegboard test, Box & block test와 Jebsen

옮기기로 평가단위는 시간(초)이며 이 평가도구의 검

taylor hand function test를 통해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

사-재검사 신뢰도는 0.60-0.76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지의 대-소단위 운동기능 및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상지 운동 능력에 대해 평가하

락의 운동능력을 평가하였다.

였다.

1) Purdue pegboard test

3. 분석 방법

Purdue pegboard test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
는 상지 기민성 평가도구로 Tiffin(1968)에 의해 개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되어 손가락, 손 그리고 팔의 전반적인 기민성 측정과

19.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대상자에 적용된

조립과제에서 필요한 미세한 손가락 끝 기민성의 두

중재 전ㆍ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가지 유형의 손 기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실시와 해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

석 방법은 강용주(2004)에 의해 표준화 되었고 손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기민성을 평가하다. 구멍 안에 조그마한 페그를 집기,
조작, 그리고 놓음으로써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여
손과 팔에 대한 대단위 운동과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

Ⅳ. 연구 결과

는 평가도구이며 한번 시도한 시행의 검사-재검사 신
뢰도가 0.60-0.79로 나타났다. 핀, 칼라, 그리고 와셔를
끼울 수 있는 나무 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른손,
왼손, 양손, 오른손+왼손+양손, 조립의 5가지 하위검
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각
각의 기민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평가하는 하위 검사만을 시행하였다.
2) Box and block test

Box and Block test는 Mathionwetz 등(1985)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근육신경계손상을 가진 성인과 7-9세
아동,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미세운동 협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성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과제
지향적 접근법의 중재 전ㆍ후의 상지기능의 변화를 알
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대상
자의 수는 남자는 5명(55.5%) 여자 4명(44.4%)으로 총
9명이었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오른쪽 편마비 4명
(44.4%), 왼쪽 편마비 5명(55.5%)이었고 연령에 따라서
는 30～40세 1명(11.1%), 50～60세 2명(22.2%), 60～70
세 2명(22.2%), 70세～80세 4명(44.4%)이었다(표 2).

응력 검사로 가로 22cm, 세로 32cm, 높이 7cm의 상자
에 담겨있는 3cm의 정육면체 블록을 같은 크기의 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른 상자에 2분 동안 몇 개를 옮길 수 있는지 측정하였

Item

으며, 120개의 블록과 2개의 상자로 구성 되어있다
(Cromwell et al., 1976).

Gender

Division

Number

Percentile(%)

Male

5

55.5

Female

4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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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Lesion

30~40

1

11.1

50~60

2

22.2

60~70

2

22.2

70~80

4

44.4

Ringt

5

55.5

Left

4

44.4

2. 선택적 과제 지향적 활동에 대한 중재
전⋅후의 평가결과 비교

purdue(L)

6.75 ± 4.86

7.75 ± 4.99

-2.449
(.092)

purdue(B)

4.75 ± 1.71

5.25 ± 2.06

-1.732
(.182)

＊

p<.05

2) 치료 중재 전․후의 Box & block test(BBT) 변화

선택적 과제 지향적 활동에 대한 중재 후 Box &
block test(BBT)의 변화는 각각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경우 BBT(R)항목은 28.60±24.86에서 32.60±25.89으로,
BBT(L)항목은 46.80±18.02에서 49.40±18.69로 모든 항

1) 중재 전⋅후의 purdue pegboard test 변화

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선택적 과제 지향적 활동에 대한 중재 전⋅후

(표 5), 왼쪽 편마비 환자의 경우 BBT(R)항목은

purdue pegboard test의 변화는 각각 오른쪽 편마비 환

50.25±14.03에서 52.00±14.07로, BBT(L)항목은 39.25±

자의 경우 purdue(R)항목은 4.20±3.83에서 6.60±3.29으

11.09에서 41.00±11.94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로, purdue(L)항목은 8.20±4.76에서 10.00±4.18으로,

를 나타내었다(p<.05)(표 6).

purdue(B)항목은 3.20±2.95에서 5.40±2.70로 모든 항목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5. Rt. Hemipligia Pt. Pre-post comparison
of intervention through BBT

(표 3). 왼쪽 편마비 환자의 경우 purdue(R)항목이
8.25±1.50에서 10.50±1.73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Item

Pre
(M ± SD)

Post
(M ± SD)

t (p)

BBT(R)

28.60 ± 24.86

32.60 ± 25.89

-5.164
(.007)*

BBT(L)

46.80 ± 18.02

49.40 ± 18.69

-6.500
(.003)*

purdue(B)

3.20 ± 2.95

5.40 ± 2.70

-11.00
(.000)*

차이가 있었으나(p<.05),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Table 3. Rt. Hemipligia Pt. Pre-post comparison of
intervention through purdue pegboard test
Item

Pre
(M ± SD)

Post
(M ± SD)

t (p)

purdue(R)

4.20 ± 3.83

6.60 ± 3.29

-9.798
(.001)*

purdue(L)

8.20 ± 4.76

10.00 ± 4.18

-4.811
(.009)*

purdue(B)

3.20 ± 2.95

5.40 ± 2.70

-11.00
(.000)*

＊

p<.05

Table 6. Rt. Hemipligia Pt. Pre-post comparison
of intervention through BBT
Item

Pre
(M ± SD)

Post
(M ± SD)

t (p)

BBT(R)

50.25 ± 14.03

52.00 ± 14.07

-3.656
(.035)*

BBT(L)

39.25 ± 11.09

41.00 ± 11.94

-3.656
(.035)*

purdue(B)

3.20 ± 2.95

5.40 ± 2.70

-11.00
(.000)*

＊

p<.05

Table 4. Lt. Hemipligia Pt. Pre-post comparison of
intervention through purdue pegboard test
Item

Pre
(M ± SD)

Post
(M ± SD)

t (p)

purdue(R)

8.25 ± 1.50

10.50 ± 1.73

-9.000
(.003)*

＊

p<.05

60

고령자 ․ 치매작업치료학회지/제10권/제2호

3) 치료 중재전⋅후 Jensen-Taylor hand function
test(JTHFT)의 변화

5.20±4.97에서 7.60±4.10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p<.05),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

선택적 과제 지향적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중재 전ㆍ

가 없었다(표 7). 왼쪽 편마비 환자의 경우 Simulated

후 Jensen-Taylor hand function test(JTHFT)의 변화를

feeding항목은 9.25±3.86에서 12.00±3.46로, Large light

보면,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경우 Card turning항목은

object항목은 7.50±3.79에서 10.00±3.37으로 유의하였

2.80±2.77에서 5.20±2.28으로, Simulated feeding항목은

으나(p<.05),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7.40±5.90에서 10.00±5.10로, Large light object항목은

다(표 8).

Table 7. Rt. Hemipligia Pt. Pre-post comparison of intervention through JTHFT
Item
Writing
Card turning
Small objects
Simulated feeding
Checkers
Large light object
Large heavy objec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Pre(M ± SD)
3.60 ± 4.16
7.00 ± 7.00
2.80 ± 2.77
6.40 ± 4.56
6.00 ± 5.48
8.40 ± 4.77
7.40 ± 5.89
7.80 ± 3.49
5.20 ± 5.36
8.40 ± 2.70
5.20 ± 4.97
6.80 ± 3.83
5.00 ± 4.85
6.40 ± 3.78

Post(M ± SD)
4.00 ± 4.24
8.80 ± 6.02
5.20 ± 2.28
8.20 ± 4.66
6.60 ± 5.13
10.00 ± 4.53
10.00 ± 5.10
10.00 ± 3.67
5.80 ± 5.59
10.80 ± 3.03
7.60 ± 4.10
8.80 ± 3.83
5.60 ± 4.83
8.60 ± 3.65

t (p)
- 1.63(.178)
- 3.67(.021)*
- 9.79(.001)*
- 9.00(.001)*
- 2.45(.070)
- 6.53(.003)*
- 3.20(.033)*
-11.00(.000)*
- 1.50(.208)
- 9.80(.001)*
- 4.71(.009)*
- 4.47(.011)*
- 2.45(.070)
- 5.88(.004)*

＊

p<.05

Table 8. Lt. Hemipligia Pt. Pre-post comparison of intervention through JTHFT
Item
Writing
Card turning
Small objects
Simulated feeding
Checkers
Large light object
Large heavy
object
＊

p<.05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Pre(M ± SD)
11.00 ± 2.71
11.00 ± 1.83
6.00 ± 1.83
5.25 ± 2.63
10.75 ± 2.63
6.50 ± 5.00
10.00 ± 1.41
9.25 ± 3.86
9.00 ± 0.82
9.50 ± 2.52
9.25 ± 0.50
7.50 ± 3.79
10.75 ± 1.26
7.75 ± 3.59

Post(M ± SD)
12.75 ± 2.50
11.25 ± 1.50
7.50 ± 1.91
4.25 ± 3.20
12.50 ± 2.38
6.75 ± 4.65
12.25 ± 1.26
12.00 ± 3.46
14.25 ± 0.50
9.50 ± 3.70
11.50 ± 1.00
10.00 ± 3.37
13.00 ± 0.00
8.25 ± 3.86

t (p)
- 7.00(.006)*
- 1.00(.391)
- 5.20(.014)*
2.45(.092)
- 7.00(.006)*
- 1.00(.391)
- 9.00(.003)*
- 5.75(.010)*
-10.97(.002)*
0.00(1.00)
- 9.00(.003)*
- 8.66(.003)*
- 3.58(.037)*
- 1.73(.182)

61

Ⅴ. 고 찰

Vilet et al., 2005; Winstein et al., 2004). 또한 방요순
(2003)은 성인 뇌성마비 환자에게 과제 지향적 프로

뇌졸중 발병 후 환자의 신체적 독립과 일상생활활

그램으로 훈련한 경우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통

동은 손상된 영역과 재활치료의 시작시기가 매우 중

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

요한 요소이며, 발병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 하고

은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선택적 과제 지향적 접근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법은 환자 스스로 치료에 참여하므로 치료중재 전․후

다양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Andrews & Bohannon,

의 상지기능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2003). 현재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뇌졸

수 있다. 따라서 과제 지향적 상지 운동은 손상 받지

중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최근 가

않은 상지보다 손상측 상지의 능동적인 사용을 조장

장 많이 연구되어지는 재활치료기법 중 과제 지향적

하며, 운동 기능을 최대화하고 회복하는데 치료의 목

접근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를 둔다(Dromerick et al., 2000). 이에 Wu 등(2000)

일상생활활동에 적용하기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은 실제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 동전 줍기 과제가 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과제 지향적 활동을 적용했

욱 빠른 움직임을 가능케 한다고 보고하여 과제 지향

을 때 상지기능에 얼마만큼 향상되는가에 대해 알아

적 운동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

보고자 하였다. 과제 지향적 접근법을 이용한 치료는

제 지향적 상지운동은 대뇌 피질의 재조직화를 유도

뇌졸중 환자에게 실제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능력 향

하고(Jang et al., 2003), 상지 운동 패턴의 향상 및 기

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여러 기

민성과 조작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Lee,

능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습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2002)

다(Carr & Shepherd, 2003). 또한 환자가 능동적으로

본 연구에서 과제 지향적 운동 접근에 적용된 과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감각적 자극에 희한 되먹

는 대상자들의 기능 수준에 맞게 쥐기 자세, 도움의

임 조절을 통해 신경학적 내적 모형을 확립할 수 있

정도, 방향, 거리, 무게,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하였으

고, 상지 운동 패턴의 향상, 대뇌겉질 영역의 구조적

며, 이 기준은 대상자의 기능 회복 정도에 따라 같은

가소성과 재조직화를 유도 할 수 있다(Lee, 2002). 과

수준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 지향적 접근법은 재활치료에서 환자의 의지에 의

클라이언트가 직접 그룹화 되어있는 과제를 선택하고

한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선택한 과제부터 수행 할 수 있도록 8개 과제들을 2

한다. Bandura(1986)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스스로 선

개씩 총 4개의 그룹화를 시켜 놓았다. 이러한 환자-중

택하고 수행하고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

심(client-centered)의 치료는 과제 수행 시 동기 부여를

음과 자신의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해주며 강한 동기부여는 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능력에 대한 믿음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서 중

미친다(Darrab & Battlett, 1995).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

요한 요소라고 한다. 뇌졸중 환자치료에서 환자의 의

은 본인의 기능 수준에 맞게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

지와 동기는 운동기능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는 과제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치료과정에서

한다(Shin et al, 2002; Wee et al., 2002; Choi, 2004).

만족함을 표현하였다. Michaelsen등(2006)은 뇌졸중 발

과제 지향적 접근법은 기존에 단일동작 반복훈련 치

병 1년이 넘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서 경도나 중등도

료법과 다르게 기능적 과제를 부여하여 환자의 자발

의 상지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과제 지향적 훈련이

적인 움직임으로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어 학습

상지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반복적

의 효과가 뛰어나며(Carr & Shepherd, 2003), 뇌졸중

인 과제 지향적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에 영

환자에게 과제 지향적 활동과제를 주면 환자의 일상

향을 미치며 특히 일상생활활동 기능에 충분한 효과

생활동작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기능적 활동

가 있다고 한다(French et al., 2008). Blennerhassett와

을 통해 환자의 기능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된다(Van

Dite(2004)는 과제 지향적 상지기능훈련이 일상생활활
동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Wu 등(2000)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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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selective task-oriented activity of adult stroke patient on
upper limb movement
Kim, Dong-Woo, Kim, Su-Jin, Seo, Yeon-Jeong,
Oh, Hyun-suk, Park, Su-Jong, Kim, Jeong-Ki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Health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ask-oriented activity on the enhancement of upper limb movement of a stroke patient, by comparing the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s, of selective task-oriented activities

Methods :

Subjects were selected as 9 adult stroke patients who developed the illness in less than one
years, more specifically from the March to May of year 2016. 4 types of grouped task-oriented programs were selectively conducted. The subjects the programs for total 4 weeks, 5
sessions a week, and 30 minutes per session, following their selections in the first week.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ir upper limb movement,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Purdue
pegboard test, and Box and block test were us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s.

Results :

The upper limb movement of the subject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the intervention
of selective task-oriented activity. In case of right-side hemiplegic patients, the results of al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hile the left-side hemiplegic pati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BBT, and JTHFT (Simulated feeding) (p<.05).

Conclusion : The training programs using the selective task-oriented
habilitation of stroke patients, especially the upper limb
upper limb exercise program shall be clinically applied
limb motor ability of stroke, by promoting patients to
exercise.
Key Words : Task-oriented Activity, Upper Extremity Function, Stroke

approach has helped improve the removement. Therefore, the task-oriented
to effectively help improve the upper
actively take part in the rehabili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