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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32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 손상 환자의 기능적 회복은 의료적 손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감각기능,
33지각능력 및 인지능력과 심리사회적 잔여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뇌손상으로부터 회복과정은 기능
34을 상실한 후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들을 재교육하는 중추신경계 환
35자는 일상생활에서 최대한의 기능적 독립을 필요로 한다. 숙련된 일상생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운동학습
36이 필요하며, 운동학습은 숙련된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이며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연습과 경험의
37과정이다.1) 중추신경 손상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인 능력들을 재학습 시키기 위해
38치료적인 틀에 운동학습 원리를 이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추신경 손상 환자의 운동학습은 새로운 기
39술을 습득하기 보다는 환자의 기존 학습된 잠재된 기술습득을 이끌어 내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2)

40이러한 기술습득에는 되먹임(feedback)이 중요하다. 중추신경 손상환자들에 있어서 되먹임은 운동학습의
41중요한 변수 이다. 일반적으로 재활을 위한 운동학습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중연습과
42분산연습(distributed practice)이 있다. 집중연습은 운동학습 시 치료시간이 휴식시간보다 시간할당이
43긴 경우를 의미하고 분산연습은 학습을 시행 시 상당시간 휴식시간이 치료시간보다 긴 경우를 의미한다. 분
44산연습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행과 학습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환자가 더 많은 양의 훈련을
45하기 원한다면 집중연습을 계획하되 운동학습 프로그램 설계 시 충분한 휴식 시간을 통해 과도한 피로를 유
46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 두 번째로 운동학습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불변연습
47(constant practice)과 가변연습(variable practice)이 있다. 운동학습에 있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지속적
48으로 연습을 하는 불변연습과 여러 가지 방법을 순서에 상관없이 무작위하게 뒤섞어 연습하는 가변연습이
49있다. 선행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불변연습보다는 가변연습 집단에서 새로운 과제를 학습 시 결과적으로 운
50동학습을 더 잘 수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4) 세 번째 운동학습 방법에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전체연습
51(whole training)과 부분연습이(part training) 있다. 운동학습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환자에게 적용 시 환
52자가 과제전체를 학습하는 방법을 전체연습이라 하고 과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를 학습하는
53방법을 부분연습이라 한다. 부분연습은 환자에게 과제를 수행 시 과제와 각 단계의 난이도별 연결능력이 낮
54을 경우 부분연습을 수행해야 한다. 반대로 과제와 각 단계별 상호의존성이 높지만, 과제의 단계가 많지 않
55거나 주의 집중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전체연습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
56획연습(blocked training)과 무작위연습(random practice)이 있다. 구획연습이란 순서에 따라 과제를 시
57행하는 것으로 과제 A에 대한 모든 수행을 마친 후 과제 B를 수행하고 과제 C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
58이다. 구획연습에서는 다음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 때에 주어진 모든 과제의 수행을 완료해야 한다.
59 마지막으로 운동학습에 있어 또 다른 방법은 무작위연습(Random practice)인데 무작위 연습방법은 훈련
60과제 A, B ,C의 연습의 수행이 임의대로 서로 무작위로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은 어떤 과제도 두 번의
61연속적 시도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과제지향적 모델(task-oriented model)은 중추 신경
62손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에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중추신경 재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63에서 또한 운동조절의 개념들을 결합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들어 중추신경 재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
64애하는 것은 운동조절 이론에 입각한 수직계층적, 시스템적 이론과 통합된 과제지향적 모델까지 신경 손상
65환자에게서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운동학습은 움직임 조절이 환경과
66연관하여 목표 지향적인(goal-directed) 과제훈련과 병행하여 수행 시 일상생활 동작의 의미있는 회복을

67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신경 손상 환자의 재활에 있어 과제를 이용한 과제지향적 다
68양한 운동학습이 같은 과제라도 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움직임 패턴들이 나타나며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69있기 때문에 재활치료실 내에서 치료사들은 하나의 정형적인 획일화된 정상 움직임 패턴만을 학습시키도록
70제한하지 않고 환자가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운동학습을 협응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
71요하다. 현재 근거에 입각한 임상에서 재활 훈련 시 점차적으로 운동학습을 배우고 기능적인 인체동작을 갖
72추는 학습 수단으로 과제지향적 운동과 운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Liepert 등(2001)의 보고에 따르면
73운동학습과 대뇌피질 재구성에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과제지향적 운동과 다양한 훈련을 병행하였을 때 가장
74이상적인 운동학습 수행능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5)
7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에게 있어서 과제지향적 다양한 운동학습 중 간헐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방법에
76의한 운동학습이 고유 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77것이다.
78

II. 연구 방법

79
801. 연구대상 및 기간
81 본 연구는 창원시에 살고 있는 20대의 일반인 45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3일부터18일까지 5일 동안
82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일반인 중에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
83수 있으며 외부의 보조 없이 보행이 가능한 자로 선정하였다.
84본 연구의 대상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하는 자는 제외 하였다.
85가. 중추 또는 말초 신경에 병변이 있는 자.
86나. 완전 시각. 청각 장애인.
87다. 최근에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자.
88
89 2. 연구절차 및 방법
90본 연구는 다양한 운동학습이 대상자들의 고유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헐적 방법과 지속
91적 방법 그리고 과제지향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습방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다트와
92Goniometer를 사용하였다.
93본 연구는 대상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실험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하고 자발적 실험에 동의한다는
94동의서를 받고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 남,여 45명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95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에 참여하였다.
96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방법의 과제지향적 A집단, 간헐적인 방법의 과제지향적 B 집단, 대조군
97C 집단으로 무작위 추출한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98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다트를 1.5M 높이의 매끄럽고 딱딱한 표면에 설치하였고, 대상자와의 거리는
991.5M 떨어지게 설치하였다. 다트 던지기 연습은 3그룹 모두 벽에 elbow flexion 30° 되는 지점을 표시해
100놓고 대상자가 다트를 그 지점에서 던지도록 지시하였다. 과제지향 지속적인 방법의 실험군 A는 훈련기간

101총 6일 중 다트 던지기를 3일 동안 매일 실시하고 3일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1번에 20회씩 던지고 2분
102휴식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여 총 60회 실시하였다. 과제지향 간헐적인 방법의 실험군 B는 6일 동안 실험
103과 휴식을 격일로 매일 60회씩 과제지향 지속적 방법의 실험군과 같이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조군 C 그룹
104은 평가 전, 후 만 측정하였다.
105고유감각 측정은 연구 종료 마지막 날 A그룹과 B그룹 그리고 대조군 C그룹 모두 시각을 차단시킨 후 팔꿉
106관절 굽힘30° 되는 지점을 다트를 던질 때 그 지점에서 팔을 멈추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실험군 C는 사전에
10730°라는 각도만 인지시키고 연습은 하지 않고 측정하였다. 모든 점수는 던지는 동작 시 팔꿉관절 굽힘 30°
108에서 벗어나는 오차를 계산하였다.
109

110
111

Figure1. Dart

112
113

Figure2. Goniometer

114
115

Figure3. Dart throwing training

116
117

Figure3. EEG measurement at imagine training

118
1193. 분석 방법
120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조사된 각 항목을 수치화 한 후, 자료의 통계 처리는 상용통계 프로그램인
121윈도우즈용 SPSS version 18.0.0을 사용 하였다. 집단 간 고유 감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요인 분
122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집단 내 연습 전, 후의 고유감각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 paired
123t-test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a=0.05로 하였다.
124
125
126
127
128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Ⅲ. 결 과

129일반적인 연구대상자는 20대 일반인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룹은 지속적인 과제지향적 그룹 15명과 간
130헐적 과제지향적 그룹 15명, 훈련을 하지 않은 대조군 15명으로 총 3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였
131다. 대상자의 그룹간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132
133Table 1. Gener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
Group

Age

Height (cm)

Weight (kg)

Task-oriented constant practice(N=15)

22.57±1.72

165.43±3.74

53.86±8.55

Task-oriented variable practice(N=15)

20.42±2.04

171.43±7.81

59.71±12.7

Control (N=15)

20.43±2.57

174.14±5.87

66.00±15.15

134
135Table 2. A comparison of proprioception ability between pre-post value for the three groups
Pre-test

Post-test

t

p

Task-oriented constant practice(N=15)

20.47±2.26

23.87±4.66

-3.340

.005**

Task-oriented variable practice(N=15)

21.13±2.37

28.00±4.67

-9.499

.000***

Control(N=15)

21.20±1.66

22.53±2.67

-1.919

.076

136*P<0.05, **p<0.01, ***P<0.001
137
138Table 3. Difference of inter-group exercise learning by three exercise methods
Task-oriented constant

Task-oriented variable

practice(N=15)

practice(N=15)

Control(N=15)

F

p

Pre-test

20.47±2.26

21.13±2.37

21.20±1.66

.546

.584

Post-test

23.87±4.66

28.00±4.67

22.53±2.67

11.044

.000*

139*P<0.05, **p<0.01, ***P<0.001
140
141본 연구결과 팔꿉관절 굽힘 30° 에서 다트 던지기를 통한 고유감각 증진 훈련을 시행한 결과 지속적 과제지
142향적 훈련을 시행한 집단에서는 관절 각도 20.47°에서 23.87°로 정확도가 증진되었으며(**p<0.01), 간헐
143적 과제지향적 훈련을 시행한 집단에서는 21.13°에서 28.00°로 정확도가 증진되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144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대조군 집단에서도 21.20°에서 22.53°로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는
145연구 전, 후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훈련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속적 과제지향적 훈련집단과
146간헐적 과제지향적 훈련집단 및 대조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147
148

Ⅳ. 고찰

149 본 연구는 운동학습의 종류 중 과제지향적 다양한 운동학습이 고유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자
150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제지향적 지속집단, 과제지향적 간헐적 집단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각 변인이 고

151유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다트를 던질 시 팔꿉관절의 각도를 통해 변화를 평가하였다. 최근 운동학습에서 과
152제를 이용한 과제지향적 훈련방법이 중추신경 손상 환자들의 재활훈련에 있어 중요한 학습 방법으로 연구
153되고 있으며 치료실 내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지향적 훈련은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기능적 움
154직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기능적 움직임의 학습은 중추신경 감각 및 운동 시스템의 통합과 여러 관절
155의 협응 및 효율적 선택적 움직임의 향상을 의미한다.6)
156본 연구에서 과제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집단화 설계한 이유는 과제를 통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
157해서다. 동기부여에서 동기란 말은 움직인다(move)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으며, 동기는 움직임
158(movement)을 가져오는 과정이며, 이 움직임은 행동을 일으키는 방향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159과제 지향적 훈련은 구체화된 운동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동기부여를 일으키며 과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
160절 참여와 속도 및 방향을 중재함으로 민첩성, 고유감각 증진, 근력운동 및 수축 타이밍과 강도를 제공함으
161로 인지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훈련방법이다.7-8) 이러한 과제훈련 방법은 다양한 운동학습 방법에 따라 다
162르게 제공되는데 본 연구는 과제를 재활에 참여시 지속적인 운동학습과 간헐적 과제 훈련 중 어떠한 과제 훈
163련이 운동학습에 더 나은 중재 방법임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다트던지기를 매일 블록화 된 방
164법으로 훈련하는 지속적 과제훈련 방법과 간헐적 과제훈련 간헐적 훈련 방법이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나타내
165었다(***P<0.001). 이는 선행연구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선 자세 능력 균형훈련 과제를 시행하였을 때 간헐
166적인 적용방법이 지속적인 시각적 되먹임의 적용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9-10)
167Schmidt 등(1991)의 보고에 의하면 운동학습에 최대효과를 이루기 위해선 다양한 훈련을 무작위순으로
168연습을 시행 하였을 시 최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
169본 연구결과 또한 고유감각을 증진 시키기 위한 감각적 피드백 제공을 간헐적으로 무작위순으로 연습을 시
170행하였을 가장 운동학습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11-12) 향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71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젊은 대상자가 아닌 노인 남,여를 대상으로나 정상인이
172아닌 인지기능이 문제가 없는 중추신경계 환자들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간헐적 과제훈련을 적용하여 좀 더
173효율적인 운동학습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
174하지 않았으며 운동학습 기간이 짧아 일반화 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한 감각되먹임 제공으로 다
175트던지기 과제훈련을 시해하였기에 좀 더 다양한 과제를 통한 감각되먹임 제공 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
176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77 본 연구는 다트던지기 과제를 통한 과제지향적 간헐방법과 과제지향적 지속방법 중 어떠한 운동학습 방법
178이 고유감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지 알아보고 자 창원에 소재한 M대학교에서 성인 남녀 45명을 대상으
179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헐적 과제지향적 훈련방법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180(***P<0.001) 이는 간헐적 방법이 3집단간의 운동학습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운동방법임을 입증하였다. 향
181후 더욱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세 손, 비우세 손 및 성별, 다양한 연령대 별, 질환 별 과제를 통한 다양한
182운동학습 방법을 연구하여 임상활용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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