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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n effective treatment method to improve affected side function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through task�oriented movement therapy that can be performed in daily life for stroke patients. 

Methods Task�oriented movement therapy was applied to six post�stroke patients twice a week, 30 minutes a day, for a 

total of four weeks. As a tool for evaluating the function of stroke patients, post�evaluation was performed 4 weeks after 

the pre�evaluation using the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K�MBI), Manual Functional Test (MFT), and Fugl�Meyer 

Assessment Scale (FMA). Results Through post�evalu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made in both acute and chronic stroke patients and mo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cute patients with shorter 

incidence periods in K�MBI and MFT. FMA showed mo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hronic patients with longer 

periods of development, but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observed in one chronic subject, comparing to acute patients. 

Conclusion Task oriented movement therapy was found to be effective for the functional recovery of affected side 

function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activity of daily living in acute and chronic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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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졸중은 뇌의 일부에 혈액을 제공하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힘

으로써 뇌혈관의 급성 신경학적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 뇌의 

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해 국소 기능 이상과 징후가 24시간 이

상 관찰되는 것이다.
1)
 또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중요 질병 

중 하나이며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뇌졸중 사망률은 감소하

였고 생존하는 환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높은 생존율로 인해 

뇌졸중 환자들의 신체적 기능 장애에 대한 재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존한 뇌졸중 환자들의 허혈 및 출혈은 뇌 

조직에 이상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신체에 운동 및 감각의 

손상과 더불어 인지 및 언어 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뇌의 기능

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2)

뇌졸중 발병 이후 가장 보편적인 후유증은 상지의 기능장

애로 근육의 약화 및 마비, 비정상적인 근긴장도, 감각장애, 

협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손상 측 상지의 운동 능력이 뚜렷하

게 감소되면서 기능적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다.
3)
 특히 뇌졸중 

발병 초기에는 환 측의 심한 운동장애를 가지는 환자 중 20% 

정도에서 상지기능이 일부분 회복되었고 5% 미만에서 상지기

능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으므로 상지 기능 회복에 있어 부정적

이다.
4)

뇌졸중 환자의 상지 운동 기능 장애에 따른 치료적 중재는 

직접적으로 환 측 상지 회복을 위해 치료를 하거나 환 측 상

지의 완전한 기능적 회복보다는 다양하게 보상적 전략을 가르

치는 것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5)
 또한 상지 기능과 운동 조

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로봇재활, 양측성상지훈련활동, 강제유

도운동치료(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 

CIMT), 거울치료(mirror therapy) 등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6)
 과제 지향 접근은 신경근계 및 근

골격계 등을 연결시키는 특수한 기능적 과제들에 중점을 둔 

NEUROTHERAPY 대한신경치료학회지 제24권 제3호2 0 2 0



 

NEUROTHERAPY 2020;24(3):17-23

18 ∙ The Effect of Task-oriented Movement Therapy Program Due to Duration of Onset of Stroke Patients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he study

Characteristics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Age (yr) / Gender 77 / F 47 / M 52 / F 72 / F 67 / M 66 / M

Onset period (mo) 1 1 1 23 8 7

Type
posterior cerebral 

artery ICH 

pontine 

infarction

basal ganglia 

ICH

cerebral 

infarction

pontine 

infarction
thalamic ICH

Affected side right left left right right right

Separation admission admission admission admission outpatient admission

MMSE-K 20 29 27 27 27 23

mRS 3 3 3 3 3 3

훈련 프로그램으로
7)
, 정상적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기보

다는 기능적 과제에 중점을 두고 부여된 문제 해결을 위해 활

동적 움직임을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한다.
8)

과제 지향 훈련은 과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훈련

시키고, 여러 환경에서의 적응을 향상시켜 실용적인 보상전략

과 문제해결력의 개발에 도움을 준다.
9)
 따라서 과제 지향 상

지 운동은 비 마비 측 상지보다 마비 측 상지의 능동적인 사

용을 장려하며 운동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회복하는데 

치료의 목표를 둔다.
10)

뇌졸중 환자의 과제 지향 훈련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은 많았지만 뇌졸중 환자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

는 활동보다는 치료실 환경 안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기능 중

심의 과제 지향 훈련의 연구들이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형태의 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과제 지향적 훈련

을 통해 환 측의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을 증진 시키는 효율적

인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4주간 

진행하였다. 서울시 소재의 M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입원 

환자들과 외래 환자들 중 뇌졸중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

여한 6명(입원환자 5명, 외래환자 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

시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중재

를 병행 하였고 과제 지향 훈련의 중재는 주 2회 1일 30분간 

5가지 과제 지향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은 자.

2) MMSE-K 20점 이상인 자로 검사자의 지시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modified Rankin Scale 3점 이하인 자.

4) 뇌졸중 이외의 정형외과적 질환이 없는 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el 1과 같다. 

2. 대상자 선정 평가 도구

(1)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판별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 MMSE-K) 

권용철과 박종한
11)

이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를 한글로 변역해서 표준화한 것으로 비교적 검사가 쉽고 검

사 시간은 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

다. 또한 연습에 의한 효과가 적어서 질병의 진행과정 동안에 

반복 측정함으로써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11)

 또한 중등도와 중증치매환자의 구분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법이다.
12)

 이 도구는 검사자 간 신뢰도는 0.86 검사자 내 

신뢰도는 0.96 으로 높은 내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

다.
13)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지시에 과제 수행이 가능한 20점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수정랭킨척도(modified Rankin Scale, mRS)

mRS는 뇌졸중 후에 기능장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

로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을 평가하는 기능 평가 척도이다[14].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를 0점, 발병 전의 모든 업무와 일상에

서의 활동 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1점, 발병 전의 모든 일상에

서의 활동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적 용

무는 처리할 수 있는 경도의 장애를 2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축 없이 걸을 수 있는 중등도의 장

애를 3점, 보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보행이 불가능

하고 대소변 처리와 위생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중등도 

고도의 장애를 4점, 침상 의존 상태이며 대소변 실금이 있고 

지속적인 간호와 주의가 필요한 중증 고도의 장애를 5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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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arch procedure 

selection of subjects

(6 patients with stroke)

Pre test

(K-MBI, MFT, FMA)

Task-oriented training intervention for stroke patients

Two sessions per week, 30 minutes per sessions.

Post test after 4 weeks

(K-MBI, MFT, FMA)

Analysis of results

망한 경우를 6점으로 하였다. 이 도구는 검사자 간 신뢰도는 

0.62-0.91이다[15]. 본 연구에서는 3점 이하인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Table 2).

4. 연구도구

(1) 한국형 수정 바델 지수(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K-MBI)

뇌졸중 환자들의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Shah, 

Vanclay과 Cooper
16)

이 개발한 수정 바델 지수를
16)

 정한영 

등
17)

이 번역해서 보고한 K-MBI를 사용하였다. K-MBI는 식사

하기, 개인위생, 목욕하기, 용변처리, 옷 입기, 계단 오르기, 소

변 조절, 대변 조절, 보행, 의자 차, 의자/침대 이동의 11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자 차 항목의 경우 보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보행 대신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 문항은 

총 10개 문항이 된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써 수행 정

도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인 경우에서부터 과제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까지이다. 점수 체계는 5점에서 15점까지로 모든 항목

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100점이 된다. 

정한영 등은 K-MBI의 구성 타당도를 보고하였으며, 검사자 간 

신뢰도를 0.93-0.98, Cronbach α를 0.84로 보고하였다.

(2) 상지기능검사 (Manual Functional Test, MFT)

뇌졸중 환자의 상지의 운동기능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

해 개발되었다. 신경학적 회복 시기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지기능 및 동작 능력의 

측정에 많이 쓰이는 도구이다.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는 상지운

동 4항목, 장악력 2항목, 손가락 조작 2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양쪽 상지를 같이 평가하여 기능 회복 수준을 검사한다. 검사

자 내 신뢰도는 0.994, 검사자 간 신뢰도는 0.993이다.
18)

(3) 감각운동기능평가(Fugl-Meyer Assessment Scale, FMA)

Fugl-Meyer 평가 척도는 Fugl-Meyer, Jaasko, Leyman, 

Olsson과 Steglind
19)

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뇌졸중 이후의 운

동 기능, 균형, 감각과 관절 기능의 일부를 측정하는 평가도구

이다[19]. 양측을 모두 평가하며 평가 항목의 수행 정도에 따

라 0~2점을 부여한다. 0점은 수행하지 못함, 1점은 부분적으

로 수행함, 2점은 완전 수행함이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0~100점으로 상하지 모두를 포함하고 상지에 해당하는 검사

는 33항목으로 총점은 66점이고 하지 운동 기능 총점은 34점

이다. 회복의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FMA의 상지 

검사 세부 항목은 어깨, 팔꿈치, 아래팔에 해당하는 18항목, 

손목 5항목, 손 7항목, 상지 협응 능력 3항목으로 검사자 간 

및 검사자 내 신뢰도는 0.096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5. 과제 지향 훈련 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 수행되는 과제들로 환자의 기능적인 수행을 증

진시킬 목적으로 운동 처리 기술 평가(Assessment of Motor 

and Process Skills: AMPS)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과제 중 

과제별 난이도 0.2-0.7 중 연구자 병원환경에 맞게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각 항목의 수행 시간은 5분을 적용하였고 다음 

항목을 시행하기 위한 이동 및 준비 시간을 1분 적용하였다

(Table 3).

6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개별 실험 연구방법으로 A, B 설계를 사용하였으

며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능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래프화하여 제시하였다. 

III. 결 과

1.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K-MBI)

K-MBI 중재 전 점수는 평균 51.6점으로 중재 후 대상자1 38

점, 대상자2 18점, 대상자3 21점, 대상자4 5점, 대상자5 1점, 

대상자6 13점으로 향상되어 변화량 평균 16점, 점수 평균 

67.6점 향상되었고 발병 기간이 짧을수록 평균값의 향상을 보

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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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ask orientation program 

Task name Task orientation program

washing and wipe your hands
Wash your hands in the sink with liquid soap dry your hands completely using a paper 

towel.

Retrieve a drink from the 

refrigerator and pour it into a cup

Open the refrigerator door and retrieve the drink. then, put the drink on the adjacent 

sink, close the refrigerator and pour the drink into the cup.

Wash the cup Cleanse the cup using dish soap and a sponge.

Clean the floor with a broom sweep the floor with a broom.

Fold and stack the Towels
Take the towel from the desk, sit down in the chair, fold the towel, then place it on 

top of desk.

Table 4. Comparison of K-MBI

Subject mo Pre test Post test Point

1 1 43 81 38

2 1 60 78 18

3 1 63 84 21

4 23 54 59 5

5 8 51 52 1

6 7 39 52 13

M ± SD Min. Max.

Pre test 51.6 ± 9.3 39 63

Post test 67.6 ± 14.9 52 84

Point 16 ± 13.1 1 38

Table 5. Comparison of MFT

Subject mo Pre test Post test Point

1 1 24 27 3

2 1 20 24 4

3 1 16 24 8

4 23 11 12 1

5 8 14 15 1

6 7 17 26 9 

M ± SD Min. Max.

Pre test 17 ± 4.5 11 24

Pre test 21.3 ± 6.2 12 27

Point 4.3 ± 3.4 1 9

2. Manual Functional Test (MFT)

MFT 중재 전 점수는 평균 17점으로 중재 후 대상자1 3점, 

대상자2 4점, 대상자3 8점, 대상자4 1점, 대상자5 1점, 대상

자6 9점 향상되어 변화량 평균 4.3점, 점수 평균 21.3점 향상

되었고 발병 기간이 짧을수록 평균값의 향상을 보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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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FMA 

Subject mo Pre test Post test Point

1 1 92 97 5

2 1 82 93 11

3 1 84 87 3

4 23 60 63 3

5 8 64 67 3

6 7 65 92 27

M ± SD Min. Max.

Pre test 74.5 ± 13.1 60 92

Post test 83.1 ± 14.4 63 97

Point 8.6 ± 9.5 3 27

3. Fugl-Meyer Assessment Scale (FMA)

FMA 중재 전 점수는 평균 74.5점으로 중재 후 대상자1 5점, 

대상자2 11점, 대상자3 3점, 대상자4 3점, 대상자5 3점, 대상

자6 27점으로 향상되어 변화량 평균 8.6점, 점수 평균 83.1점 

향상이 되었고 발병 기간이 짧을수록 평균값의 향상을 보였지

만 발병 기간이 긴 대상자 6의 두드러진 향상이 관찰되었다

(Table 6). 

Ⅳ. 고 찰

Carr와 Shepherd
21)

에 의해 고안된 과제 지향 훈련은 운동학

습이론을 기반으로 뇌졸중 환자들을 위해 계발된 치료 방법 

중의 한 형태로, 신경학적 결손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 이론으로써 과제 특수화(task specific) 전략을 습득해 

환자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과제 지향 프로그램은 환자가 능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함으로

써 신경계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9)
 뇌졸중 환

자에게 과제 지향 접근법을 사용한 치료 방법은 실제 일상생

활 동작 수행능력 증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들로 형성되

어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21)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지향적 훈련을 통해 마비 측의 기능과 일상생활

활동을 증진 시키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기의 정확한 

인지 지각 기능의 평가는 환자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

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에 기초 선을 제공 할 수 있다.
22)

 

연구 대상자 선정 시 인지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MMSE-K를 사용하여 언어적 지시에 과제 수행이 가능한 20

점 이상 환자들과 수정랭킨척도(mRS)를 사용하여 과제 수행

이 가능한 3점 이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

였고 연구 결과는 뇌졸중 환자들의 상지 기능의 향상과 일상

생활 활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발병 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K-MBI에서 6명 모두 점수

의 향상이 있었고 방요순
23)

의 연구에서도 과제 지향적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이 향상됐음을 보고 하여 본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23)

 상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MFT에

서 6명 모두 점수의 향상이 있었다. 운동 손상 정도를 양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FMA에서 6명 모두 점수의 향상이 있었고 

정재훈
24)

의 연구에서도 과제 지향적 상지 운동은 전통적 작업

치료 중재에 보다 뇌졸중 환자들의 환 측의 상지의 기능 향상

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환측 상지의 기능 운

동과 연관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24)

 이것은 과제 지향 훈련이 뇌졸중 환자들에게 있어 

신경학적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
25)

, 전반적으로 기

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21,26,27,28)

일반적인 발병 기간은 뇌졸중 발병 직후 신경외과나 신경

과에 입원해서 침상 재활치료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재활

의학과 전과 이전을 급성기 재활로 정의하고 발병 후 6개월까

지 신경회복이 왕성하고 국내에서 환자들의 장애등급을 위한 

진단서를 발부하게 되는 진단 후 6개월이기 때문에 재활의학

과 전과 후 6개월까지 아급성기로 장애등급을 재판정 하게 되

는 2년까지를 만성기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김형섭 등
29)

은 재

활의학과 전과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병부터 6개

월까지를 아급성기로 정의하였고 발병 후 6개월에서부터 2년

까지를 만성기로 다시 정의하였다.
29)

K-MBI는 중재 후 변화량 평균 16점이 증가하였고 MFT

는 중재 후 변화량 평균 4.3점이 증가했으며 FMA는 중재 후 

변화량 평균 8.6점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발병 기간이 짧은 

환자에게서 더 많은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 뇌졸중 후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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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주로 초창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30)

 

본 연구 결과 과제 지향 훈련이 발병 기간이 짧은 급성기 환

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FMA의 경

우 발병 기간이 오래된 만성기 환자 중 대상자 6에서 기능 향

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움직임은 개인, 과제, 환경이 상

호작용에서 나오고 움직임은 환경적 요구와 과제에 맞춰서 체

계화된다. 개인은 특정한 환경 안에서 수행되는 과제가 요구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움직임을 일으킨다.
25)

 환경 요

소와 학습은 전에 있던 신경 통로의 효율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특별한 능력을 갖게 만든다.
31)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

병 기간이 긴 만성기 환자의 기능 회복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과제 지향 훈련은 급성기 및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마

비 측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본의 수가 적었으며 연구자 병원 

특성상 훈련 기간의 설정이 짧아 일반화하기엔 부족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충

분한 대상자와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

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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