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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45 students were divided into task � oriented group, task � oriented intermittent group, and 

continuous group, and the effect of each variable on learning was changed to angle of the arms' we checke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45 days from March 13 to 18, 2017 for five days in the 20 generals living in Changwon 

city. Dart and goniometer were used for the measurement. In the exercise program, darts were placed on a smooth, hard 

surface of 1.5M height and the distance to the subject was set 1.5m away. In the dart throw practice, all three groups 

were marked with an elbow flexion 30° on the wall, and the subjects were instructed to throw the dart at that point. 

Results Comparisons between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ontinuous task�oriented training group 

and the intermittent task�oriented training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t the end of training (*** P <0.001).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rmittent task�oriented training method showed the highest effect (*** P <0.001), which 

proved that the intermittent method is the most effective exercise method among the thre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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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 손상 환자의 기능적 회복은 의료적 

손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감각기능, 지각능력 및 인

지능력과 심리사회적 잔여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과정은 기능을 상실한 후 새로운 기능을 습

득하는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들을 재교육하는 

중추신경계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최대한의 기능적 독립을 필

요로 한다. 숙련된 일상생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운동학습이 

필요하며, 운동학습은 숙련된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이

며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연습과 경험의 과정이다.1) 중추신

경 손상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인 능력

들을 재학습 시키기 위해 치료적인 틀에 운동학습 원리를 이

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추신경 손상 환자의 운동학습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보다는 환자의 기존 학습된 잠재된 

기술습득을 이끌어 내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2)

이러한 기술습득에는 되먹임(feedback)이 중요하다. 중추

신경 손상환자들에 있어서 되먹임은 운동학습의 중요한 변수 

이다. 일반적으로 재활을 위한 운동학습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집중연습과 분산연습(distributed prac-

tice)이 있다. 집중연습은 운동학습 시 치료시간이 휴식시간보

다 시간할당이 긴 경우를 의미하고 분산연습은 학습을 시행 

시 상당시간 휴식시간이 치료시간보다 긴 경우를 의미한다. 

분산연습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행과 학습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환자가 더 많은 양의 훈련을 하기 원한다

면 집중연습을 계획하되 운동학습 프로그램 설계 시 충분한 

휴식 시간을 통해 과도한 피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3) 두 번째로 운동학습에 있어 중요한 변

수는 불변연습(constant practice)과 가변연습(variable prac-

tice)이 있다. 운동학습에 있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지속적으

로 연습을 하는 불변연습과 여러 가지 방법을 순서에 상관없

이 무작위하게 뒤섞어 연습하는 가변연습이 있다. 선행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불변연습보다는 가변연습 집단에서 새로운 과

제를 학습 시 결과적으로 운동학습을 더 잘 수행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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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4)
 세 번째 운동학습 방법에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

나는 전체연습(whole training)과 부분연습이(part training) 

있다. 운동학습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환자에게 적용 시 환자

가 과제전체를 학습하는 방법을 전체연습이라 하고 과제를 여

러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를 학습하는 방법을 부분연습이

라 한다. 부분연습은 환자에게 과제를 수행 시 과제와 각 단

계의 난이도별 연결능력이 낮을 경우 부분연습을 수행해야 한

다. 반대로 과제와 각 단계별 상호의존성이 높지만, 과제의 단

계가 많지 않거나 주의 집중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전체

연습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

획연습(blocked training)과 무작위연습(random practice)

이 있다. 구획연습이란 순서에 따라 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과제 A에 대한 모든 수행을 마친 후 과제 B를 수행하고 과제 

C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구획연습에서는 다음 과

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 때에 주어진 모든 과제의 수행을 완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동학습에 있어 또 다른 방법은 무작위연습

(Random practice)인데 무작위 연습방법은 훈련과제 A, B, 

C의 연습의 수행이 임의대로 서로 무작위로 학습시키는 방법

으로 이것은 어떤 과제도 두 번의 연속적 시도로 반복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과제지향적 모델(task-oriented 

model)은 중추 신경손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에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중추신경 재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또한 운동조절의 개념들을 결합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추신경 재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은 운동조절 이론에 입각한 수직계층적, 시스템적 이론과 통

합된 과제지향적 모델까지 신경 손상환자에게서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운동학습은 

움직임 조절이 환경과 연관하여 목표 지향적인(goal-di-

rected) 과제훈련과 병행하여 수행 시 일상생활 동작의 의미

있는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신경 손상 환자의 재활에 있어 과제를 이용한 과제지향적 다

양한 운동학습이 같은 과제라도 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움

직임 패턴들이 나타나며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실 내에서 치료사들은 하나의 정형적인 획일화된 정

상 움직임 패턴만을 학습시키도록 제한하지 않고 환자가 가능

한 한 효과적으로 운동학습을 협응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전략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근거에 입각한 임상에서 재활 

훈련 시 점차적으로 운동학습을 배우고 기능적인 인체동작을 

갖추는 학습 수단으로 과제지향적 운동과 운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Liepert 등(2001)의 보고에 따르면 운동학습과 대

뇌피질 재구성에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과제지향적 운동과 다

양한 훈련을 병행하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운동학습 수행능력

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에게 있어서 과제지향적 다양한 

운동학습 중 간헐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방법에 의한 운동학습

이 고유 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떠한 상

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M 대학교 재학중인 20

대 대학생 4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3

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독립

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일반인 중에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며 외부의 보조 없이 보행이 가능

한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하는 자는 제외 하였다.

가. 중추 또는 말초 신경에 병변이 있는 자.

나. 완전 시각. 청각 장애인.

다. 최근에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자.

2.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운동학습이 대상자들의 고유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헐적 방법과 지속적 방법 그리고 

과제지향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습방법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다트와 Goniomete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실험에 대한 설명

을 통하여 이해를 하고 자발적 실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 남,여 45

명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방법의 과제지향적 A

집단, 간헐적인 방법의 과제지향적 B 집단, 대조군 C 집단으

로 무작위 추출한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다트를 1.5M 높이의 매끄럽고 

딱딱한 표면에 설치하였고, 대상자와의 거리는 1.5M 떨어지게 

설치하였다. 다트 던지기 연습은 3그룹 모두 벽에 elbow 

flexion 30° 되는 지점을 표시해 놓고 대상자가 다트를 그 지

점에서 던지도록 지시하였다. 과제지향 지속적인 방법의 실험

군 A는 훈련기간 총 6일 중 다트 던지기를 3일 동안 매일 실

시하고 3일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1번에 20회씩 던지고 2

분 휴식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여 총 60회 실시하였다. 과제지

향 간헐적인 방법의 실험군 B는 6일 동안 실험과 휴식을 격일

로 매일 60회씩 과제지향 지속적 방법의 실험군과 같이 실험

을 실시하였다. 대조군 C 그룹은 평가 전, 후 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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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Dart Figure2. Goniometer

Figure3. Dart throwing training Figure3. EEG measurement at imagine training

Table 1.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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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감각 측정은 연구 종료 마지막 날 A그룹과 B그룹 그

리고 대조군 C그룹 모두 시각을 차단시킨 후 팔꿉관절 굽힘

30° 되는 지점을 다트를 던질 때 그 지점에서 팔을 멈추는 것

으로 측정하였다. 실험군 C는 사전에 30°라는 각도만 인지시

키고 연습은 하지 않고 측정하였다. 모든 점수는 던지는 동작 

시 팔꿉관절 굽힘 30°에서 벗어나는 오차를 계산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조사된 각 항목을 수치화 한 

후, 자료의 통계 처리는 상용통계 프로그램인 윈도우즈용 

SPSS version 18.0.0을 사용 하였다. 집단 간 고유 감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사용하였고, 집단 내 연습 전, 후의 고유감각의 차이를 알

아보고 자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

준은 a=0.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연구대상자는 20대 대학생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룹은 지속적인 과제지향적 그룹 15명과 간헐적 과제지향적 

그룹 15명, 훈련을 하지 않은 대조군 15명으로 총 3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그룹간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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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comparison of proprioception ability between pre-post value for the three groups (unit: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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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Table 3. Difference of inter-group exercise learning by three exercise methods (unit:degree)

Task-oriented constant 
practice(N=15)

Task-oriented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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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p＜0.01, ***P＜0.001

본 연구결과 팔꿉관절 굽힘 30° 에서 다트 던지기를 통한 고

유감각 증진 훈련을 시행한 결과 지속적 과제지향적 훈련을 

시행한 집단에서는 관절 각도 20.47°에서 23.87°로 정확도가 

증진되었으며(**p<0.01), 간헐적 과제지향적 훈련을 시행한 

집단에서는 21.13°에서 28.00°로 정확도가 증진되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대조군 집단

에서도 21.20°에서 22.53°로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연구 전, 후 유의하지 않았다(표2). 집단 간 비교에서는 훈련

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속적 과제지향적 훈련집단과 간헐적 과

제지향적 훈련집단 및 대조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표3). 

Ⅳ. 고 찰

본 연구는 운동학습의 종류 중 과제지향적 다양한 운동학습이 

고유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자 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제지향적 지속집단, 과제지향적 간헐적 집단과 대

조군으로 나누어 각 변인이 고유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다트를 

던질 시 팔꿉관절의 각도를 통해 변화를 평가하였다. 최근 운

동학습에서 과제를 이용한 과제지향적 훈련방법이 중추신경 

손상 환자들의 재활훈련에 있어 중요한 학습 방법으로 연구되

고 있으며 치료실 내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지향

적 훈련은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기능적 움직임에 밀접한 연

관성이 있으며 기능적 움직임의 학습은 중추신경 감각 및 운

동 시스템의 통합과 여러 관절의 협응 및 효율적 선택적 움직

임의 향상을 의미한다.
6)
 

본 연구에서 과제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집단화 설

계한 이유는 과제를 통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동

기부여에서 동기란 말은 움직인다(move)는 단어에서 파생되

었으며, 동기는 움직임(movement)을 가져오는 과정이며, 이 

움직임은 행동을 일으키는 방향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과제 지향적 훈련은 구체화된 운동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동기부여를 일으키며 과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절 참여와 속

도 및 방향을 중재함으로 민첩성, 고유감각 증진, 근력운동 및 

수축 타이밍과 강도를 제공함으로 인지적이고 흥미를 유발하

는 훈련방법이다.
7-8)

 이러한 과제훈련 방법은 다양한 운동학습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데 본 연구는 과제를 재활에 참

여시 지속적인 운동학습과 간헐적 과제 훈련 중 어떠한 과제 

훈련이 운동학습에 더 나은 중재 방법임을 알아보고 자 하였

다. 본 연구 결과 다트던지기를 매일 블록화 된 방법으로 훈

련하는 지속적 과제훈련 방법과 간헐적 과제훈련 간헐적 훈련 

방법이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P<0.001). 이는 

선행연구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선 자세 능력 균형훈련 과제를 

시행하였을 때 간헐적인 적용방법이 지속적인 시각적 되먹임

의 적용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

다.
9-10)

 Schmidt 등(1991)의 보고에 의하면 운동학습에 최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선 다양한 훈련을 무작위순으로 연습을 시

행 하였을 시 최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
 

본 연구결과 또한 고유감각을 증진 시키기 위한 감각적 피

드백 제공을 간헐적으로 무작위순으로 연습을 시행하였을 가

장 운동학습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11-12)

 향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젊은 대상자가 아닌 노인 남,여

를 대상으로나 정상인이 아닌 인지기능이 문제가 없는 중추신

경계 환자들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간헐적 과제훈련을 적용하



 

양병일,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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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좀 더 효율적인 운동학습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운동학습 기간이 짧아 일반화 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한 감각되먹임 제공으로 다트던지기 과제훈련을 

시해하였기에 좀 더 다양한 과제를 통한 감각되먹임 제공 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트던지기 과제를 통한 과제지향적 간헐방법과 

과제지향적 지속방법 중 어떠한 운동학습 방법이 고유감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지 알아보고 자 창원에 소재한 M대학

교에서 성인 남녀 4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결과 간헐적 과제지향적 훈련방법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

타났으며(***P<0.001) 이는 간헐적 방법이 세집단 간 운동학

습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운동방법임을 입증하였다. 향후 더

욱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세 손, 비우세 손 및 성별, 다양

한 연령대 별, 질환 별 과제를 통한 다양한 운동학습 방법을 

연구하여 임상활용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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