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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matosensory training combined with action observation 

on the muscle activity of upper extremity and hand function in patients with stroke. Methods Twenty�two stroke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at B hospital in Gyeonggi � do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2018 to March 2019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11 sensory training groups that intercepted action observation and 

intervention. The upper limb of muscle activity and hand function were evaluated before intervention, and intervention 

was performed 3 times a week, 40 minutes, 4 weeks, and the same evaluation was performed after intervention. Results 

As shown by the result of the muscle activit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nterior deltoid, triceps, 

and wrist extensor longus in the sensory training group with action observation,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omatosensory training group without action observation. As shown by the result of the hand func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omatosensory training with action observation which was performed the 

hand functio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omatosensory training 

without action observatio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somatosensory training combined with action 

observation significantly improves the function of patients with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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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 및 사고를 모두 정의하며, 

뇌졸중은 발병 후 70%이상의 편마비, 감각손상, 인지 및 시 

지각장애, 삼킴 장애 등의 다양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성질

환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

일반적인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의 회복은 하지에 비하

여 예후가 좋지 못한데, 이는 발병부위에 의한 것일 수도 있

지만, 상지가 하지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반복적인 운동의 

기회가 적어 뇌의 재조직화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3) 뇌졸중 

환자들의 마비측 상지 기능 장애는 독립적 일상생활활동을 방

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4) 이러한 상지기능 

장애들은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옷입기, 식사하기, 개인의 활동과 같은 독립적인 일

상생활활동에 제한을 주게 되며, 타인의 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5) 상지의 기능 장애로 인

한 마비측의 장기간 비사용은 학습화되어 구체적인 과제수행

을 위한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운동기능 및 소

운동기능, 공동운동패턴(synergic movement pattern)등의 

장애로 인해 상지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에 제한을 준다.6) 

팔의 뻗기와 집기 기능은 감각 수용기에서 전달된 감각정

보를 통해 수행되지만, 뇌졸중 환자의 50%에서 감각이 손상

되고, 특히 가벼운 촉각과 고유수용성감각 이 손상되면 물건 

조작능력과 운동조절 능력을 저하시킨다.7) 일반적으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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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환자가 25%에서 그리고 우측 뇌병변 환자가 37%에서 

감각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며,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감각 결핍은 촉각 인식으로 그로 인해 물건을 

조작하는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다.
8)
 이러한 감각 장애로 인해 

뇌졸중 환자들은 일상생활활동에서 물체 조작, 상지의 기능적 

활동수행 등의 다양한 장애를 초래한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을 제한하는 마비된 상지의 기능적 향상이다.
9)
 

상지 기능 증진을 위해 효과적이고 새로운 치료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0)

 대표적인 상지 기능 

증진을 위한 치료법으로는 체감각 훈련, 동작관찰훈련, 과제 

지향적 접근, 양측성 상지 훈련, 강제유도운동치료, 신경발달

치료, 상상훈련, 거울치료 등이 있다.
11) 

체감각 훈련이란 팔과 손의 피부에 위치하는 가벼운 접촉 

감각 및 근육또는 관절에 위치하는 고유 감각정보를 통해 체

감각을 인지하며, 관절의 위치 및 근육의 신장 또는 수축을 

인식함으로써 신체 위치 및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구심성 

자극 정보와 훈련을 의미한다.
12)

 Winward 등(2007)의 연구

에서도 체감각의 이상을 가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발병 1

개월 이내의 군과 발병 6개월 이내의 군으로 배정하여 체감각

의 회복을 관찰한 결과, 두 군에서 확연히 체감각의 회복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유 감각에서 기능적인 회복을 보고하였

다.
13)

 Smania 등(2003)은 상지의 감각장애를 지닌 뇌졸중 환

자에게 체감각훈련을 통한 기능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들 또한 피험자의 감각 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회복을 

보고하였다.
14)

 

동작관찰훈련이란 거울신경세포 시스템 이론에 근거한 새

로운 상지기능 회복의 치료 접근법으로써, 동작을 관찰하며 

모방한 후 그 동작들을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방

법이다.
15)

 동작관찰훈련은 다른 사람의 움직임 또는 동작을 

관찰함으로써 형태와 행동을 이해하고 모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거울신경세포는 마카크 원숭이를 통해 배쪽운동앞

겉질인 F5영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 영역은 사람에게 있

어 브로카 영역으로 사료된다. 마카크 원숭이의 F5영역은 목

표 지향적 동작에 대해서 운동영역의 투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다. 입 또는 손이 목표지향적활동의 동작을 실행하는 동안 F5

영역은 활성화되어 원숭이 또는 사람이 같은 움직임이나 비슷

한 동작을 관찰할 때 반응을 한다.
17)

 거울신경세포 또한 목표

지향적인 활동에 의하여 활성화가 된다. 동작관찰은 관찰과 

목표가 부합이 되는 과제를 모방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적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18)

 이러한 동작관찰은 또한 일상

생활활동에 관련된 과제가 상지 기능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고

하였다.
19) 

현재까지 연구로 볼 때에 동작관찰훈련과 체감각을 통한 

상지 기능 증진의 사례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보고되어지고 있

다. 그러나 뇌 속에서 감각의 경로와 해석이 전혀 다른 두 가

지 감각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

고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특수감각을 기반한 동

작관찰과 손과 상지의 체감각정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작관찰을 병행

한 체감각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근 활성도 및 손 기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뇌졸중 환자의 상

지기능 회복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B병원 재활의학과에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입원 중인 환자들 중에 사전검사를 통하여 

연구 참여의 동의와 함께 22명의 환자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중재 방법에 따라 동작관찰을 병행한 체감각 훈련군 11명, 동

작관찰을 차단한 체감각 훈련군 11명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하는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뇌졸중 편마비 진단을 받은 자

(2) 뇌졸중의 발병일이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로 다시 재발하

지 않은 자

(3) 마비측 손에 가벼운촉각 혹은 고유감각의 손상을 가지고 

있는 자

(4) 버그균형척도를 통해 혼자서 앉아있기 혹은 서 있기가 가

능한 자

(5) 비운동성 시지각 검사(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MVPT)를 통해 편측무시를 포함한 외과적 질환이나 

시지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6)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가 23점 이상, 연구

자의 지시에 이해할 수 있는 자 

(7)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

한 자

2. 연구절차

중재 전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작관찰을 병행한 체감각 

훈련군과 동작관찰을 차단한 체감각 훈련군에 블록 무작위 배

정(blocked randomization)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각 집단은 주 5회 90분간 물리치료, 주 5회 60분간 작업치료

를 실시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본 연구를 위해 중재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정규 치료 이외에 동작관찰을 병행한 

체감각 훈련군은 4주간 주 3회, 1회 40분, 동작관찰을 차단한 

체감각 훈련군 또한 4주간 주 3회, 1회40분씩 실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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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Somatosensory training

Figure2. Action observation training Figure3. QEMG-4(LXM3204, LAXTHA, Korea)

한 연구 목적과 중재에 대해 이해하고 경력 3년차 이상의 작

업치료사들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집단은 중재 전 사

전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중재 후 사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3. 중재방법

(1) 동작관찰을 병행한 체감각 훈련군

본 연구에서 연구군에 적용할 체감각 훈련은 Champion 

(2009)이 연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어깨와 

위팔 부위의 치료는 바로 앉은 자세에서 어깨 복합체의 동작

을 촉진한다. 치료사는 어깨뼈와 몸통의 분절적인 움직임을 

위해 점차 안정가동성(mobile stability)을 증가시킨다. 이후 

몸통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어깨뼈와 위팔뼈의 관절움직임을 

이용하여 어깨띠둘레근과 어깨세모근, 위팔세갈래근, 위팔두갈

래근 등의 어깨 주위 근육의 고유감각을 자극한다. 그리고 손

과 어깨 복합체가 함께 움직이는 과정과 손의 쥐기 기능을 이

용하여 손 뻗기 등의 기능적 활동과 연결하도록 한다. 이후 

마비측 아래팔 부위와 손이 바닥에 잘 접촉하도록 한 후 굽힘

이 나타나지 않도록 손가락의 적절한 길이를 확보되도록 한

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자극하여 고정한 후 2번째부터 5번

째 손가락의 길이를 조정하여 손가락의 굽힘이 일어나지 않도

록 외재근의 길이를 확보한다. 다시 내재근의 길이를 조절하

여 두 근육군의 고유 감각을 자극하고 점진적으로 손가락과 

손 전체의 움직임을 증진시킨다(Figure 1).20) 

동작관찰훈련은Franceschini 등(2010)이 고안한 치료프

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4가지의 물 마시기, 전화받기, 책상닦

기, 책장 넘기기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동영상은 측면, 뒷면, 

윗면에서 각각 45° 방향으로 촬영하였다. 동영상은 일반 속도, 

0.5배 느린속도, 그리고 일반속도의 순으로 하며, 과제당 4∼5

분정도로 편집하였다. 대상자는 조용하고, 독립된 치료실에서 

13 inch 노트북를 통해 4가지 과제 중 회기당 2가지씩 과제

를 관찰한 후 모방활동을 수행하였다(Figure 2).
19)

 본 연구의 

연구군은 체감각훈련을 20분간 실시한 후 동작관찰훈련을 10

분간 관찰한 후 모방훈련을10분간 실시하였다. 

(2) 동작관찰을 차단한 체감각 훈련군

본 연구의 대조군은 체감각 훈련을 20분간 실시하였으며 이후 

동작관찰 없이 모방훈련을 20분간 진행하였다.

4. 측정도구

(1) 표면근전도(electromyograph; EMG) 검사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경과 근섬유에서 나

오는 복합 활동전위(compound action potential)를 기록하

는데 좋고 사용이 용이한 표면근전도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표면근전도는 Input Impedance가 10∼12 ohm, 20Hz에서 

Common Mode Rejection Ratio(CMRR)가 90dB인 

QEMG-4(LXM3204, LAXTHA, Korea)를 사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전도 기준 수축 값은 의자

에 앉은 자세에서 빈 물병을 잡은 상태에로 30cm앞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자세로 수집하였다. 측정 절차에 따른 각 근

육별 부착 부위는 앞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으로 하였으며 근섬유방향과 되도록 평행하도

록 근복에 부착하였다(Figure 3).21)

본 연구에서 근전도 기준 수축 값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빈 물병을 잡은 상태에로 30cm앞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자

세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근전도 아날로그 신호는 QEMG-4 

시스템으로 보내져 디지털 신호로 바뀐 다음, 개인용 컴퓨터

에서 TeleScan ver.3.15 를 이용하여 필터링과 기타 신호처

리를 하였다. 근전도 신호에서의 표본 추출률은 256Hz로 설

정하였다. 첫번째로 %RVC값 통해 정규화하였으며 RMS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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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inger Touch System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X
2
/t p

Gender(person)
Male 5(45.5%) 5(45.5%)

.6 .74
Female 6(54.5%) 6(54.5%)

Type of Paralysis
Left 5(45.5%) 5(45.5%)

.17 .12
Right 6(54.5%) 6(54.5%)

Type of brain damage
Hemorrage 6(54.5%) 6(54.5%)

.6 .74
Infarction 5(45.5%) 5(45.5%)

Duration of diseade(month)

Less than 6 months 3(27.3%) 3(27.3%)

. 16~12 months 5(45.5%) 5(45.5%)

12~24months 3(27.3%) 3(27.3%)

K-MoCA, mean±SD 25.64±2.33 25.91±2.16 .28 .77

Averge age(age)

10s 1(9.1%) 1(9.1%)

.15 .88

20s 1(9.1%) 2(18.2%)

30s 3(27.3%) 1(9.1%)

40s 3(27.3%) 4(36.4%)

50s 2(18.2%) 3(27.3%)

60s 1(9.1%) 0(0%)

The values are mean (standard deviation)

구하여 이를 동작단위로 윈도우를 설정하였다. 오버랩 비율은 

90%로 설정하여 구하였다.

(2) 손 기능 검사

본 연구는 손가락 힘을 측정하기 위해 Finger Touch (FT; 

precision = 0.196 N, sampling rate = 30∼32 Hz; 

SeedTech Co., South Korea)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피검사

자는 힘 측정 센서 및 스크린으로부터 각각 50, 70cm 거리에 

착석하고, finger dynamometers는 중앙을 기준으로 좌, 우 

15cm 떨어진 위치에 고정된다. FT 시스템은 손가락 힘 측정

을 위한 두 개의 finger dynamometer와 힘 측정 정보 제공

용 스크린으로 구성된다(Figure 4). 본 검사에서는 3회기 측

정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점수화 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window SPSS ver-

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두 집단간 동질성 검증 및 정규성 검정

을 진행하였다. 연구군 및 대조군의 그룹 내 중재 전후 상지 

근 활성도와 손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사용하였으며, 두 그룹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05로 진행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는 총 22명으로 동작관찰을 병

행한 체감각훈련군 11명과 동작관찰을 차단한 체감각훈련군 

11명으로 무작위 배정 되었으며, 두 그룹간의 성멸, 연령, 발

병유형, 손상부위, 발병기간의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5).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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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unit :%RVC)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Between groups 

p-value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Anterior deltoid 61.06±49.71 69.13±53.17 .01
*

51.05±26.44 50.69±28.30 .84 .32

Biceps brachii 34.25±12.29 36.07±12.45 .15 40.14±18.28 40.81±19.6 .37 .51

Triceps brachii 31.26±10.8 34.84±12.75 .02
*

31.24±20.18 30.32±20.77 .26 .55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23.64±7.21 24.75±6.4 .04

*
28.94±14.62 26.7±9.73 .32 .58

Finger touch 2.05±1.18 2.21±1.23 .01
*

2.82±1.03 2.66±0.91 .21 .33

Th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p＜0.05 by Paired t test

2. 집단 내 중재 전, 후 상지 근활성도 및 손 기능 비교

연구군의 중재 전․후 근 활성도 중 앞어깨세모근, 위팔세갈래

근, 긴노쪽손목폄근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p<.05). 위팔두갈래근의 변화를 비교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 대조

군의 중재 전․후 근 활성도 결과 앞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 모두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

연구군의 중재 전․후 손 기능 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대조군의 중재 전․후 

손 기능 변화를 비교한 결과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Table 2).

3. 집단 간 중재 전, 후 상지 근 활성도 및 손 기능 변화 비교

중재 후 연구군과 대조군의 근 활성도 변화 중 앞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중재 후 연구군과 대조

군의 손 기능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Table 2).

Ⅳ. 고 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동작관찰을 병행한 체감각

훈련이 대상자의 상지 근 활성도 및 손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

한 B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중인 환자들 중에 사전검사를 

통하여 연구 참여의 동의와 함께 22명의 환자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중재 방법에 따라 동작관찰을 병행한 체감각 훈련군 

11명, 동작관찰을 차단한 체감각 훈련군 11명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여 진행하였다.

뇌졸중 후 상지기능의 제한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일반적

으로 뇌졸중 환자의 85%가 초기에 상지 기능의 장애를 나타

내며, 이후 환자의 55∼75%에서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할 때 기능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
22)

 

따라서 개인의 독립성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복귀를 최

우선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에게 마비측 상지 기능의 회복은 중

요한 치료 목표가 되어지고 있다.
23)

본 연구의 결과 동작관찰을 병행한 체감각 훈련의 연구군

은 상지 근 활성도 검사 중 앞어깨세모근, 위팔세갈래근, 긴노

쪽손목폄근, 손 기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위팔두갈래근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

았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상지 근 활성도검사와 손 기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Smania 등(2003)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상지 체감각 훈련과 그에 따른 인식에 관한 몇 가

지의 중재를 제공한 후 그 결과 모든 대상자들이 감각에서의 

증진을 보이고 마비측 상지의 기능적 사용이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
14)

 방대혁 등(2011)은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동작관찰훈련이 과제 집중 훈련 그룹보다 더 상지기능을 유의

하게 향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4) 

이러한 선행연구를 비추어 

보았을 때 피부의 기계적 수용기를 통한 체감각 훈련과 시각

적 보상을 통한 동작관찰 훈련이 상지 움직임을 더욱 개선하

고 기능적 향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위팔두

갈래근에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물체를 향해 손을 

뻗을 때 활용되는 앞어깨세모근, 위팔세갈래근과 같은 주동근

의 향상에 따른 대항근인 위팔두갈래근의 근수축 감소 원인으

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Gjelsvik 등(2008)은 과제의 성공

적인 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감각의 입력과 함께 과제 

지향적인 근육활동의 패턴이 이용되어진다고 강조하였다.
25)

 

이러한 손을 뻗어 물체는 잡는 패턴이 상지 기능의 회복을 촉

진시킬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연구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통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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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조군

에서도 실시한 체감각 훈련 역시 상지 근 활성도와 손 기능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연구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간 중재 후 변화량 차이에서 살펴보면 연구

군에서 유의미한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통해 움직임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체감각을 

통해 직접적 자극과 시각을 통한 간접적 자극이 병행되어 짐

으로써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 명료화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

다.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은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통

해 많이 이루어진다.
25)

 또한 동작관찰에 이용한 과제 역시 일

상생활활동에 익숙한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상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더불어 대상자가 원하고 동기

부여를 통한 과제 선정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에 따른 

일반화의 제한이 있으며, 4주라는 연구기간이 중재의 효과성

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선정 기준에 부합하

는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적은 대상자 수가 적었다. 또한 두 

훈련군 모두 실험 이외의 운동치료를 비롯한 그외 시간에 상

지 및 손과 관련된 훈련을 진행하지 않도록 제제하였으나 모

든 환경을 통제하기 힘들었다는 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는 근 활성도, 손 기능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동작관찰과 체감각 훈련이 상지 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의 대

상자를 기반으로 추후 추적 관찰하며, 더 많은 대상자를 통해 

체감각 훈련과 동작관찰 훈련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동작관찰 훈

련과 체감각 훈련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적 회복을 

위한 임상적 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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