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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을 가지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암과 심장질환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혈관성 질환이다.1)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연

간 10만명 중 45.8명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

로 국내 뇌졸중 환자는 해마다 약 10만 6천명씩 늘어나고 있

는 추세다.2)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의학 기술에 발달과 평

균 수명에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뇌졸중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3) 

뇌졸중 질환은 뇌 혈관 파열이나 출혈 또는 막힘으로 인해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뇌조직 손상을 야기시키는 것

으로 이로 인해 운동, 감각, 인지와 언어기능 등에 다양한 장

애와 기능 손상을 가져오는 질환이다.4) 뇌졸중 환자의 대표적

인 신체 증상 중 하나는 손상된 뇌 반구에 반대쪽 상지의 근

력 약화와 협력수축(co-contraction) 그리고 움직임을 수행하

기 위한 자세조절에 문제이며,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문제

는 뇌졸중 환자들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제한

점을 가져온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에

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뇌졸중 환자는 약 70% 정도가 

상지기능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초기 뇌졸중 환자의 

약 5%만이 정상적인 상지기능 회복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약 20%정도에 환자가 상지기능에 부분적인 회복을 보이며, http:dx.doi.org/10.17817/2020.06.11.1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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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들은 뇌졸중 환자에 상지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 부위는 어

깨와 팔꿈치 부위이며, 이 신체 부위에 움직임을 관여하는 근

육은 위쪽등세모근, 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이다.7)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에 미치

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측 상지의 근력약

화 정도가 상지 움직임과 기능 회복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8)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법

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이러한 치료법은 모두 신경가

소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9)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은 근력강화훈련(muscle strengthening train-

ing), 강제유도운동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 양측성 상지훈련(bilateral arm training), 

외적 피드백과 감각훈련(extrinsic feedback and sensory 

training), 거울치료(mirror therapy) 등이 있으며10), 위 치

료법 중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치료법은 수정된 강제유도

운동치료(m-CIMT)이다. 이 치료법은 건측 상지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환측 상지에 반복적인 과제 훈련을 통해 비사용에 

학습화(learned nonuse)를 억제시키는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다.11) 하지만 수정된 강제유도운동치료는 대부분 손상

측 상지의 기능회복 및 근력 향상에 치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손 협응 동작을 유

도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12)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환측 상지만을 치료받게 된다. 그

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되는 상지치료 방법이 

바로 양측성 상지 훈련이다. 양측성 상지 훈련은 건측 상지 

움직임을 통해 환측 상지에 움직임을 촉진시키고, 양측 상지

를 모두 사용하게 함으로써, 일차운동영역과 보조운동영역을 

활성화시켜, 환측 상지에 능동적인 근 수축을 촉진시킨다는 

신경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손집중 과제 훈련은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증진시

키기 위한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 손상을 가진 환자 

스스로 과제 수행을 함으로써 다양한 전략들을 학습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의미한다.14) 위 내용들을 근거로 본 연

구에서는 양손집중 과제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근활성도, 

상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한손집

중 과제훈련에 비해 양손집중 과제훈련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 소재 B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한 뇌졸

중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16

명을 제외한 총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모든 대

상자는 연구 절차와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자발적으

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자로 선정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첫째,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편마비 진단을 받은 성인 뇌졸중 환자, 둘째, MMSE-K 점수 

24점 이상으로 간단한 지시 수행하기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셋째, Fugl-Meyer Upper Extremity Assessment of 

sensorimotor function 점수가 48~57점인 자, 넷째, 환측 

손목을 능동적으로 신전 할 수 있으며, 엄지 손가락과 2개 이

상의 손가락을 신전 시킬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제외대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과적 질환을 가진 자, 둘째, 손가락

과 손목에 구축이 있는 자, 셋째, 편측무시와 반맹증이 있는 

자, 넷째, 항 정신성 약물이나 근 긴장도 조절과 관련된 약물

을 복용한 자를 제외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동년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

상자는 총 30명으로 블록 무작위 배정 방식을 이용하여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으로 나누어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실험군은 양손(건측과 환측)집중 과제훈련(B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BAIT)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

조군은 한손(환측)집중 과제훈련(Un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UAIT)을 하도록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4

주동안 주 4회 총 16회기 중재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였으

며, 1회기 당 40분간 훈련을 실시하였다. 모든 중재는 치료사

와 1:1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를 도출 하기위해 

평가는 중재 전 평가, 중재 후 평가로 총 2번에 평가를 실시

하였다.

3. 중재방법

실험군은 양손(건측과 환측)집중 과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손집중 과제훈련은 일상생활에서 

실제 수행 할 수 있는 활동으로써 Asseeement of Motor 

and Process Skill(AMPS)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과제

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5) 양손집중 과제훈련은 준비운

동을 제외한 총 10가지 과제(양손 닦고 말리기, 볼트와 너트 

조립하기, 수건 빨래하기, 냉장고에서 물병 꺼내 컵에 물 따르

기, 병뚜껑 돌려 열고 잠그기, 셔츠 버튼 잠그기, 양말 신고 

벗기, 신발 끈 풀고 묶기, 컴퓨터 타자훈련, 포크/나이프 이용

하기)를 연구 대상자가 건측 손과 환측 손을 같이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Figure 1). 대조군은 한손(환측)

집중 과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한손집중 과제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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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강제유도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총 10개의 과

제(원뿔모양 컵 쌓기, 책장 넘기기, 집게 끼우기, 화투장 및 

카드 뒤집기, 콩 주머니 넣기, 바둑알 분류하기, 페그끼우기, 

동전 넣기, 콩 줍기, 색연필로 그림 색칠하기)를 수정 보완하

여 연구 대상자가 환측 손 만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Figure 2). 모든 중재는 책상에 바로 

앉은 자세에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수행 전 목 주변에 근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스트레칭 5분, 그리고 과제수행 15분, 

스트레칭 5분, 마지막 과제수행 15분, 순서로 진행하였다. 총 

40분간 회차 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시 

수행할 과제 선정은 대상자가 수행하기 원하는 것으로 선정하

도록 하였다.

4. 측정 도구

1) 표면근전도(electromyograph, EMG) 검사

표면근전도는 팔 뻗기 동작과 관련된 앞어깨세모근(ant.deltoid), 

위팔두갈래근(biceps brachii), 위팔세갈래근(triceps brachii), 

긴노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총 4개의 근

육에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였다.16) 전극 중 활성전극(active 

electrode)과 분산전극(reference electrode)은 중심간 거리를 

25mm 유지하도록 하여 근섬유방향과 평행하게 근복(muscle 

belly) 부위에 부착하였으며,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 피

부 밑 근육조직이 적고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는 동작에 방해되지 

않도록 척추C7에 부착하였다.16) 측정장비는 Input Impedance

가 10~12ohm, 20Hz에서 Common Mode Regection 

Ratio(CMPR)가 90d인 QEMG-4(LXM3204, LAXTHA, Korea) 

장비를 이용하였으며(Figure 3), 본 장비는 4개의 채널로 

Telescan 3.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분석하였다. 표

면 근전도 측정 모습은 다음과 같다(Figure 4).

2) Fugl-Meyer Assessment for Upper Extremity (FMA-UE)

Fugl-meyer 평가는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게 Brunnstrom의 

    

    

Figure1. B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Program

    

    

Figure2. Un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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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단계에 따른 운동기능 회복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

는 평가도구로써, Brunnstrom의 회복 6단계를 50가지의 움

직임으로 세분화하여 만들어진 평가도구이다. 평가항목은 수

행 정도에 따라 0~2점을 부여하며, 0점은 수행하지 못함, 1점

은 부분적으로 수행함, 2점은 완전 수행함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에 상지기능을 비교하

기 위해서 Fugl-meyer assessment 중 상지기능에 해당하는 

어깨와 팔꿈치(18항목), 손목(5항목), 손(7항목), 상지협응력

(3항목) 평가 항목만을 평가하였다. 총 만점은 66점으로 검사

자간 신뢰도는 0.96이다.17)

3) Box and Black Test(BBT)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에 손에 기민성(dexterity)을 평

가하기 위하여 상자와 나무토막 검사(box and block test)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손에 협응능력 및 기민성를 검사하기 

위한 평가도구로써, 길이가 2.54cm인 정육면체 나무토막을 1

분 동안 최대한 한쪽 상자에서 다른 쪽 상자로 옮기는 개수를 

측정하여 점수로 부여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오른쪽 손이 

0.98, 왼손이 0.94이며, 타당도는 0.91이다.18)

4) Motor Activity Log(MAL)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연구대상자의 환측 손 사용량과 

활동 수행 시 상지 움직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운동 활동 

척도(Motor Activity Log, MAL) 평가도구를 이용하였다. 운

동 활동 척도는 강제 유도 운동 치료를 통해 환측 상지를 얼

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도구로써 1993년 Taub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도구이다. 

이 평가도구는 이동하기, 집안일 하기, 의사소통하기, 식사하

기, 옷 입기, 환경조작하기 등과 관련된 상지를 이용하는 30

가지 다양한 일상생활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환측 

상지의 사용빈도와 움직임의 질을 환자 본인인 실제 수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보호자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이 평

가도구의 결과 측정은 환측 상지의 사용량(amount scale, 

AS)과 환측 상지의 움직임의 질(how well scale, HW)로 나

누어 평가하게 되고, 점수는 6점 척도로 0~5점으로 배점되며, 

각 항목의 점수는 합산하여 총점으로 계산한다. 본 평가도구

의 내적 일치도는 Conbach’s α=.81~.87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91이다.19)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

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내 중재 전, 중재 후 상지기능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

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 상지기능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모든 통계자료 유의수준은 a=.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양손집중 과제

훈련(BAIT) 집단인 실험군 15명과 한손집중 과제훈련(UAIT)

을 받은 대조군 15명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두 집단 간 대

상자의 성별, 연령, 발병유형, 손상 측 부위, 발병 기간에 따

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중재 전, 후 집단 내 상지 근활성도 및 상지기능 변화 비교

상지 근활성도 집단 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손집중 과제

훈련집단에서 중재 전, 후 앞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위팔

세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 (Table 2). 한손집중 과제훈련집단에서

는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에서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Table 2), 앞어깨세모

근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Table 2). 집단 내 중재 전, 후 상지기능 변화를 살펴보면, 

중재 후 양손집중 과제훈련집단에서 FMA-UE,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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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MAL-AS, MAL-HW 평가 결과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Table 3), 한손집중 과제훈

련에서는 FMA-UE, Box & Block, MAL-AS평가에서만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보였고(*p<.05), MAL-HW 평가에서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두 집단에 집

단 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양손집중 과제훈련집단이 한손

집중 과제훈련집단 보다 중재 후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2, Table 3).

3. 중재 전, 후 집단 간 상지 근활성도 및 상지기능 변화 비교

상지 근활성도 집단 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손집중 과제

훈련집단과 한손집중 과제훈련집단 사이에 근 활성도 변화 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30)

Characteristics BAIT Group (n=15) UAIT group (n=15) X²/t p

Age(year), mean±SD 45.66±6.57 45.06±5.41 .152 .200

Gender(male/female) 8/7 8/7 .618 .750

Type of stroke(Hemorrhage/Infarction) 7/8 6/9 .159 .185

Side of stroke (Right/Left) 7/8 6/9 .186 .134

Time since onset of stroke months, mean ± SD 8.66±4.51 9.60±4.13 .194 .132

FMA-UE (Score) 52.33±1.29 52.27±1.10 .281 .125

SD: standard deviation.

BAIT: B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UAIT: Un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FMA-UE: Fugl-Meyer upper extremity assessment.

Table 2. Comparison of %RVC between BAIT group and UAIT group

BAIT
group

UAIT
Group

Between
groups
p-values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Ant.deltoid 52.86(8.99) 55.60(8.04) <.001
** 18.75(2.92) 16.75(4.24) <.061 .398

Biceps 38.32(11.29) 44.09(12.90) <.036
* 38.86(10.08) 41.01(10.31) <.011

* .476

Triceps 22.04(8.52) 29.81(6.48) <.001
** 23.18(4.97) 24.62(5.13) <.017

*
.022

*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28.72(8.05) 36.65(11.34) <.001

** 26.61(6.80) 27.24(6.63) <.006
*

.011
*

Th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p＜0.05, **p ＜ 0.01

BAIT: B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UAIT: Un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Table 3. Comparison of FMA-UE, Box & Block, MAL between BAIT group and UAIT group

BAIT
group

UAIT
Group

Between
groups
p-values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p-value

FMA-UE 52.33(1.29) 56.13(1.68) <.001** 52.27(1.10) 54.53(1.40) <.021* .009*

Box & Block 32.00(7.60) 42.07(8.25) <.001** 30.87(6.70) 33.67(6.99) <.002* .006*

MAL-AS 1.83(0.33) 2.61(0.28) <.001** 1.85(0.24) 1.95(0.27) <.001** .001**

MAL-HW 1.83(0.31) 2.62(0.33) <.001** 1.82(0.27) 1.90(0.26) <.072 .001**

Th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p＜0.05, **p ＜ 0.01

BAIT: B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UAIT: Un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FMA-UE: Fugl-Meyer upper extremity assessment.

MAL-AS: Motor Activity Log-Amount Scale.

MAL-HW: Motor Activity Log-How Well Scale.



 

NEUROTHERAPY 2020;24(2):15-22

20 ∙ The Effect of Bilateral Activities Intensive Training on the Upper Limb of Muscle Activity and Upper Limb Function in Stroke Patients

위팔세갈래근과 긴노쪽손목폄근에서만 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p<.05) (Table 2), 앞어깨세모근과 위팔두갈

래근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Table 2). 상지기능 평가에서는 양손집중 과제훈련

집단과 한손집중 과제훈련집단 두 집단 사이에서 FMA-UE, 

Box & Block, MAL-AS, MAL-HW 평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Table 3).

Ⅳ. 고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양손집중과제 훈련을 하였

을 때, 뇌졸중 환자의 상지 근활성도 및 상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환측 

팔 뻗기에 관여하는 앞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

근, 긴노쪽손목폄근 등 총 4개의 근육에 근활성도를 살펴본 

결과 양손집중 과제훈련 집단에서는 중재 전, 후 앞어깨세모

근,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 모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손집중 과제훈련집단은 중

재 전, 후 앞어깨세모근을 제외한 위팔두갈래근, 위팔세갈래

근, 긴노쪽손목폄근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내 변화를 살펴보면 양손집중 과제훈련집단에 통계학적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재 전, 후 변화량 또한 양손

집중 과제훈련집단에서 더 크게 향상됨을 보였다. 그리고 양

손집중 과제훈련집단과 한손집중 과제훈련집단 두 집단을 비

교한 결과 위팔세갈래근과 긴노쪽손목폄근에서 두 집단 간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

면, 환측 손과 건측 손을 같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양손집중 

과제훈련은 수정된 강제유도운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한손집중 

과제훈련과 마찬가지로 뇌졸중 환자의 상지 근활성도를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양손집중 과제

훈련이 한손집중 과제훈련에 비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근활성

도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손집중 과제훈련은 한손집중 과제훈련에 비해 뇌졸중 환자

의 상지 근위부 근활성도 뿐만 아니라 손 기능과 관련된 원위

부 근육에 근활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 14

명을 대상으로 양측성 상지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상지 근위

부의 근력 및 관절가동범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고20), 만성기,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9명을 대

상으로 한 양측성 상지훈련 실험에서 손목과 손 기능이 향상

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21)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위 실험에서 사용한 양손집중 과제훈련이 상지 

근위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원위부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훈

련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양손집중 과제훈련을 통해 양손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환측 부위에 손목과 

손의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손목과 손 기능에 

관여하는 위팔세갈래근과 긴노쪽손목폄근의 근 활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두 집단 내 상지기능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양손집중 과제훈련집단에서 중재 전, 

후 FMA-UE, Box & Block, MAL-AS, MAL-HW 평가 항목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손집중 과제훈

련집단에서는 MAL-HW 평가 항목을 제외한 FMA-UE, Box 

& Block, MAL-AS 평가 항목에서 중재 전,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손집중 과제훈련집단과 한손집중 과

제훈련 두 집단 간 비교에서는 중재 전, 후 FMA-UE, Box & 

Block, MAL-AS, MAL-HW 평가 항목 모두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양손집중 과제훈련이 한손집중 과제훈련과 동일하게 뇌졸중 

환자의 환측 상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FMA-UE, Box & Block 평가결과 주로 뇌졸중 

환자의 상지 원위부인 손목과 손에 기능적 움직임 및 손에 민

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MAL-AS와 MAL-HW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손집중 과제훈

련이 뇌졸중 환자의 환측 상지 움직임의 양과 움직임의 질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 

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양손집중 과제훈련이 한손집중 과

제훈련에 비해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손집중 과제훈련에 비해 환측 상지를 사용하는 

양과 움직임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성 뇌졸중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양측 상지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Box & Block 평가 개수와 상지 반응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22), 본 연구에서도 양손집중 과제

훈련 후 뇌졸중 환자의 Box & Block 평가 개수가 실험 전, 

후 향상됨을 보여 위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보였다. 그리고 뇌

졸중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양측 상지 훈련을 실시한 결과 

MAL-AS(사용량) 점수와 MAL-HW(움직임의 질) 점수가 향

상됨을 보여23), 본 실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지속적으로 양손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환측 상지의 기능적 움직임이 향상되고 이를 바탕

으로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회복하여 환측 상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반복적인 환측 상지의 움직임을 

통해 움직임의 질 또한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뇌졸

중 환자의 상지 원위부 움직임과 환측 상지의 기능적 움직임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손집중 과제훈련보다 양손집중 과

제훈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졸중 환자가 병

원에서 퇴원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양

손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양손집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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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훈련이 한손집중 과제훈련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게 해주었다. 위 실험 결과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뇌졸중 환

자의 손 기능 회복을 위한 반복적인 과제 훈련은 손상측 뇌의 

재조직화 및 운동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

적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24), 건측과 환측을 동시에 사

용한 양손 과제 훈련이 환측 상지만 치료하는 방법보다 일차

운동피질과 체감각피질, 보안운동피질을 더욱 활성화시켜주고 

뇌들보(corpus callous)로 인해 발생되는 오른쪽과 왼쪽 대

뇌반구의 상호보완 효과를 근활성도 측정과 상지기능 평가를 

통해 뒷받침해주고 있다.25)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

들이 대부분 아급성기 환자로 구성되어져 있었으며, 연구 대

상자 수가 적어 치료 효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뇌병변을 가진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며, 

치료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자를 늘려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양손집중 과제훈련

에 효과가 실제 일상생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

는 질적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뇌졸

중 환자의 상지기능을 회복시키는 임상적 근거로 활용되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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