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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unctional improvement through task-oriented training of
stroke patients and to suggest the clinical application effect of task-oriented training through systematic review.
Methods From the period of 2011 to 2016, we searched the papers which received the original text downloading
service among domestic journals and theses published in e-journals. Major search terms were "task-oriented" by
searching "stroke" A total of 108 papers were searched by using appropriate combinations of the words "upper
extremity", "lower extremity", "gait", "mental", "sense" and " Seventeen papers were selected for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Results A total of 17 stud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body function and task performance
included in the framework of occupational therapy execution sys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0 studies
(58.8%) on neuromuscular movement, 2 (11.8%), and 5 (29.4%) were related to daily life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ask-oriented train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function of stroke patients.
Conclusion Task-oriented training showed a positive change in functional recovery of stroke patients,
suggesting that task-oriented training is needed for stroke patients.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ask-oriented training development of stroke patients. Based on this, we will give how clinicians
help occupational performance and body functions through more systemic review, and will be able to suggest
evidences future intervention direction for patients following intervention effect.
Key words Stroke, Task-oriented, Systematic review, Hemiplegia,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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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졸중은 우리나라 인구의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2015년 우리나라 총 사망자 수의 8.9%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사망 순위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였다1). 뇌졸중 환자의 약 22%는 발병
후 1달 이내 사망하고, 79%의 환자는 뇌의 침범 영역에 따라 운동, 감각, 인지, 언어 등 다양한 기능장애를
갖게 되며2), 장애 정도는 병변의 크기 및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기능장애들은 일상생활활동의 통합적
인 조화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3), 그 결과로 식사하기, 옷 입기, 개인관리와 같은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에
제한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삶에 대한 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4).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마비 측 상지의 운동 수행을 장려하는 강제유도운동치료 접근
법(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5),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 운동협응장애 등
의

문제를

치료하는

보바스

접근법6),

일상작업수행중심을

시행하는

인지교육접근법(Cognitive

Orientation to daily Occupational Performance, CO-OP), 양측성 팔 치료 접근법, 로봇재
활, 상상연습 접근법, 가상현실 접근법, 거울치료 등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뇌졸중 환자들의 기능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해 과제지향훈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7).

과제지향훈련은 운동행동의 시스템 모델, 운동발달 시스템 관점, 그리고 운동학습에 근거하고 있으며8), 흥
미로운 과제를 구성하여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수행하는 임상 치료 접근법이다9). 과제
지향훈련은 치료사중심접근이 아니라 환자중심접근을 시도하며 의미 있는 과제를 중요한 요소로 선택한다10).
Carr 와Shepherd(1998)의 연구에 따르면 과제지향훈련은 기능적인 움직임으로 구성되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움직임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학습된 움직임이 증진된다고 보고하였다11). 이러한 과제지향훈련
의 최종 목표는 실제 생활환경 안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2). 궁극적으로 과제지향훈련은 반
복된 일과를 연습하도록 하고, 점차 환자의 역할 회복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지향훈련은 실제
필요한 과제를 가지고 연습을 수행하였을 때 더 빠른 운동회복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13-14). 즉 과제지향훈련
은 일상생활활동과 동일한 과제와 유사한 활동들로 훈련하였을 때 보행, 기능을 위한 움직임, 균형, 지구력 증
진에 효과가 나타난다15). 이러한 과제지향훈련은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일상생활활동의 다양한 기능을 위한 움직
임을 과제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치료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16-17).
최근 여러 재활분야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제지향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이러한 국내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과제지향훈
련을 통한 기능향상에 대해 분석하며, 체계적 고찰을 통해 과제지향훈련의 임상적 적용 효과 및 경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검색 방법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자 저널에 발표 된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선
정

방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한국

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DBpia), 학술교육원(E-article), 교보문고스콜라, 학지사 학술논문 원문 서비스
(New nonmun), 과학기술정보 통합 서비스(NDSL)을 이용하여 국내 연구 자료를 검색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전자저널 검색창을 이용하여 “Stroke, 뇌졸중”을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으로 “Task-oriented, 과
제지향”

또는

“Task-related,

과제관련”을

검색한

뒤,

“Upper

extremity,

상지”,

“Lower

extremity, 하지”, “Gait, 보행”, “Mental, 정신”, “Sensory, 감각”, “Cognition, 인지” 단
어들을 각각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기준은 대상자가 뇌졸중 환자인 경우, 과제지향
훈련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의 기능향상에 관한 연구, 과제지향 관련 중재가 포함된 연구, 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을 모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제외된 기준은 연구 대상이 뇌졸중 환자가 아닌 경우, 대조
군이 없는 경우, 고찰 논문인 경우, 유료서비스 논문인 경우, 영문 논문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
로 총 108편의 논문을 검색 하였으며,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에 적합한 1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근거 수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Arbesman 등(2008)에 의해 개발된 근거기반으로 한
연구의 수준(hierarchy of levels of evidence for evidence-based practice)을 5단계의
분류로 분석하였다18).

3. 분류
분류의 기준은 작업치료실행체계의 틀-Ⅲ(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Ⅲ, OTPFⅢ)에 포함된 작업수행과 신체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작업수행의 하위 영역은
일상생활활동이고 신체 기능의 하위 영역은 신경 근 골격 계와 움직임, 정신 및 감각기능 관련 기능 영역으로
뇌졸중 환자의 기능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제지향훈련에 대하여 분류하고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제시하였다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4)(Table 2).

4. 근거 제시 방법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과제 지향적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P. I. C. O 방법을 사용하였다. P.
I. C. O 방법은 임상적인 질문에 대하여 찾은 근거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상자(Patient), 중재
(Intervention), 비교중재(Comparison), 결과(Outcome)의 틀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의 종류 및 빈도
최근 5년 간 과제지향훈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신체기능 영역 중 신경 근 골격 계와 움직임 기
능에 관한 연구는 10건, 정신 및 감각기능에 관한 연구는 2건이었다. 작업수행 영역 중 일상생활활동에 관한
연구는 5건이었다. 신경 근 골격 계와 움직임 기능에 관한 연구는 상지에 관한 연구 6건, 하지에 관한 연구

2건, 보행에 관한 연구 2건을 포함한다, 정신 및 감각기능에 관한 연구는 균형에 관한 연구 2건이 포함되었
다. 작업수행 영역 중 일상생활활동에 관한 연구 5건이었다(Table 2).

2. 작업치료실행체계 신체기능분류에서의 과제지향훈련 효과
1) 신경근골격계와 움직임 관련 기능
연구 대상자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건 이였고,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건 이였다. 과제지향훈련 중재 기간은 10건의 연구 중 4주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8주
3건, 6주 2건 이었다. 회기 당 중재 적용 시간은 각각 30분과 60분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분,
40분이 각각 1건이었다.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분석한 결과, 상지기능 평가는 Box and block test(BBT)와
Fugl-Meyer Assessment(FMA)가 각각 3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Wolf motor function
test(WMFT)와 Manual Function Test(MFT)그리고 장악력이 각각 2회 사용되었다. 보행기능평가는
10M walking test(10MWT)가 3회로 가장 많이 쓰였으며, 6 Minute walking test(6MWT)는 2회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분석된 10편의 논문 모두 뇌졸중 환자의 신체기능의 향상이 입증되었다(Table 3).

2) 정신 및 감각기능
연구 대상자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2건 이었다. 과제지향중재기간은 2건의 연구 모두 4
주이었다. 회기 당 중재 적용 시간은 30분 각 2건이 였다.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분석한 결과, 인지 평가는 PVFT(Phonetic verbal fluency
test),

K-TMT-e

사용되었으며,

감각

B(Korean
평가는

version

TUG(Time

of
up

trail
&

making

go

test),

test

elderly

MTD(Messen

b)

각

1회

trairuieren

dokumentieren), 각 1회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과제지향중재를 한 2건의 연구 모두 인지 기능 및 균형 능력의 향상이 입증되었다<Table 4>.

3. 작업치료실행체계 작업수행기능분류에서의 과제지향훈련 효과
1) 일상생활활동
연구 대상자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5건이었다. 과제지향훈련 중재 기간은 6주가 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8주 2건이었고, 회기 당 중재 적용 시간은 30분이 4건, 40분이 1건이었다.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활동 평가도구로서는 K-MBI(Korea –
Modified barthel index)가 5회로 가장 많았다. 연구결과는 과제지향훈련 중재를 사용한 모든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의 향상이 입증되었다(Table 5).

Ⅳ. 고찰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된 과제지향훈련의 특성과 효과를 알아보고자 조사하였다. 분석결
과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된 과제지향훈련은 순수 과제지향훈련 4편, 상지 과제지향훈련 4편, 선택 과제지향훈

련 3편, 순환 과제지향훈련 3편, 가상현실을 이용한 과제지향훈련 1편, 전기 자극 치료를 병행한 과제지향훈
련 1편, 이중 과제지향훈련 1편이었다.
순수 과제지향훈련은 기존 단일동작을 반복하는 훈련과 다르게 기능과제로 구성하여 대상자의 문제점과 상호작
용하고 기능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훈련방식이다7). 마성룡 등(2015)은 다른 방식이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과제지향훈련을

실험군으로

선정하고

운동처리기술평가(Assessment

of

Motor

and

Process

Skills, AMPS)의 구성항목을 과제지향훈련 항목으로 기본 및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을 포함해 재구성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균형능력의 도움을 주었으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는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순수 과제지향훈련이 제시한 훈련항목이 선 자세와 걷기 등 균형능력에 도움을 주었으나, 반면에 연구 대상
자가 만성 뇌졸중 환자로 새로운 활동을 변화하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짧은 중재 기간동안 이전에 적응된
일상생활활동을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7). 기존 연구와 다르게 제시된 과제지향훈련은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영역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본 일상생활활동만을 평가하는 KMBI만을 이용하여 과제지향훈련의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김보라(2012)는 상지
위주 일상생활활동 과제지향훈련을 실시하여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및 삶의 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제지향
훈련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저자는 환자에게 제시한 과제지향훈련이 대상자에게 의미를 주고 기능에 실제적이
며 능동과제를 통해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집단 간 평가된 K-MBI와 SS-QOL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하
지만 상지기능의 MFT은 도움을 주지 않다고 보고하였다20). 이러한 결과는 상지기능이 아닌 일상생활활동에 초
점을 맞춘 과제지향훈련을 적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동기부여를 통한 활동참여는 대상자의 보
상을 통한 활동 특성의 변화로 활동영역의 일상생활활동과 만족도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상지의 운동능
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이 없어 많은 해석에 제안을 갖는
다. 특히 상지기능 향상의 결과로 MFT 총점 만을 제시하여 항목별 장악력, 상지운동기능, 손가락 조절기능 등
의 변화와 상관성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신체회복을 기반으로 하여 일상생활활동이 향상되었는지 또
는 단지 보상 활동의 증가로 기능 활동이 향상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가 매우 적었다20). 구영화와 김
보라(2013)는 과제지향훈련과 동작관찰훈련의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과제지향훈련군에서 일상생활활
동 수행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동작관찰훈련은 단순히 동작을 따라하는 훈련으로 구성하였고 과제지향훈련
은 치료사의 감독 하에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주어 실시하고 한 동작이 마친 후 피드백을 주어 수행 결과를 수
정하도록 구성하였다21). 이는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이해는 가능하나 훈련의 구성이 단순하고 객
관적이지 못한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훈련 방법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손주리(2015)는 작업치료 실행체계의 실행과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및 수단적
일상생활항목을 바탕으로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보고하였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활동을
기반으로 한 과제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의 기능
적인 요소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 비해 제시된 훈련의 구성이 다양 하였고,
그에 따른 단계가 매우 구체적이고 진행 시간을 정확히 제시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저자가 제시한 과제지향훈
련이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영역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지만 실제로 평가는 기본 일상생활활동 평가 도구인 K-MBI
만으로 평가하여 중재를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다22). 차후의 연구에서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평가 도구를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순수 과제지향훈련과 관련한 연구는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결과 값을 제시하였고 훈련 적용에 따른 일상생
활활동영역의 상승효과에 주목하였다. 이유는 과제지향훈련이 실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기능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활동 관련 연구
가 많기 때문이다16).
상지 과제지향훈련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반복운동을 실시하여 운동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중추신경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련 이론에 근거로 수행된다. 정기문(2011)의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을 사용한
상지 과제지향훈련은 척도분석이 아닌 정량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특징을 가진다. 3차원 동작분석에서 상
지 과제지향훈련은 어깨관절 올리기, 앞으로 뻗기, 굽힘과 엎침 및 뒤침에서 도움을 주었으나 팔꿈치관절 굽
힘, 앞으로 뻗기와 손목관절 굽힘과 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23).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지 과제지향훈련이
손목과 손보다는 어깨 및 팔꿈치관절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은 활동의 보상
에 따라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능 활동 변화와 신체 각 요
소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정재훈 등(2011)은 실제 일상생활활동의 경우 양손 활동을 필요로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손상측 만 사용하는 훈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활동보다는 손상 측의 운동기능 증진에
집중이 되어 실제 활동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였다24). 따라서 일반적인 뇌졸중 환자의 운동손상에
적용이 가능한 과제지향훈련 개발과 양측 손을 포함하는 실제 일상생활 활동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훈련방법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허명(2013)은 단계별 반복과제지향훈련을 17가지 항목으로 분류
하여 적용하였는데 수행시간, 기능점수로 양적이고 질적인 결과를 얻고자 WMFT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FIM으
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효과를 입증하였다25). 하지만 본 연구 훈련의 17개 항목 중 4개의 항목만이 과제
지향훈련과 연관이 있어 과제지향훈련의 효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과제의 다양
화와 대상자의 연령, 직업,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훈련 항목을 선정하며 환자 별 특성에 맞춘 흥미과제를
제시하여 환자의 동기부여와 주의집중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중재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선택 과제지향훈련은 단일동작의 반복훈련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기능과제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도록 함으로써 흥미 및 동기유발에 초점을 둔다. 성기선(2016)은 보존 작업치료와 선택 과제지향훈련을 비교
분석하여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기선의 연구에서 적용된 선택 과제
지향훈련은 일상생활활동 외에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여가, 운동기술, 사회참여를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나 기본
일상생활활동만을 평가하여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26). 김경용 등(2015)은 선택 과제지향훈련을 시행하였을
때 바이오피드백 시스템 훈련보다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선택 과제지향훈련이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력의 중재의 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상지기
능 평가를 항목별로 평가하는데 있어 질적인 평가를 제외한 양적인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바이오피드백 시스템
훈련의 변수가 다양하지 않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안명환(2012)은 선택 과제지향훈련
을 통하여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 근 활성도, 균형능력 및 하지기능을 평가하였으며 선택 과제지향훈련이 동
일 과제지향훈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선택 과제지향훈련에 참여한 대상자수가 적어
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웠으며 중재 기간이 짧아 기능변화의 지속적인 관찰에 어려움이 있었다28). 3편의 연구 모
두 분석결과,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선택 과제지향훈련이 대상자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다양한 치료중재를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순환 과제지향훈련은 단일 과제가 아닌 다양한 과제로 과정을 수정하여 훈련하는 훈련법이다. 김재호 등
(2012)의 연구에서 순환 과제지향훈련으로 보행속도와 보행지구력의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MWT와 6MWT의 양적 평가도구를 측정하여 훈련을 통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중재법
에 자세조절을 증진하는 훈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평가하지 않아 보행과 자세조절과의 상관성을 설명
하기 어려웠다29). 이는 실제 보행의 양적 변화가 순환과제 훈련 내용과의 상관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요소라
사료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가도구를 확대하여 그 상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현규 등
(2014)의 연구는 순환 과제지향훈련과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병행하여 무릎 굽힘 및 폄 근의 근력과 동적 자세
조절력을 평가하는 바이오덱스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이는 순환 과제지향훈련과 무릎 굽힘, 폄근의 근력 및 자
세 조절력 간의 상관성을 구체적인 변수로 이해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보행을 평가하는데
10MWT만을 사용하여 보행의 변화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정적 자세조절력을 평가하지 않
아 보행과 균형 간의 상관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30). 윤혜진, 오덕원(2016)의 연구는 순환 과제지
향훈련과 트레드밀 보행훈련을 비교하였는데 연구군과 대조군 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31).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과제지향훈련과 다른 치료법을 병행한 훈련 방법을 제시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김선호
(2012)의 연구는 과제지향훈련과 EMG를 병행하여 상지기능에 효과를 보고하였다. 김선호(2012)는

손 기능

평가를 통해 손의 기능은 효과를 보고하였으나 어깨관절 동작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32). 이원
재(2014)의 연구는 과제지향훈련과 가상현실 게임 시스템을 통한 상지기능 효과를 유무를 보고하였다.

본 연

구결과 과제지향훈련과 병행한 가상현실 게임 시스템이 상지기능에 효과를 보였으며 과제지향훈련과 가상현실 게
임 시스템이 환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움직임의 결과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 대상에게 구체적인 시각
적 피드백을 제공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따라서 과제지향훈련의 효과를 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게임 시스템을 통한 감각 및 신체기능

향상이 대상자의 기능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연계훈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예진(2016)의 연구는
이중 과제지향훈련과 보존 작업치료를 비교하여 인지 이중과제 수행능력과 인지처리속도에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중 과제지향훈련은 운동기능뿐만 아니라 인지기능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운동기능의 효과를 나타나
지 않았다34). 추후 연구에서는 과제지향훈련의 단점을 보완한 병행 치료의 장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과제지향훈련에 따른 특성과 효과를 알아보고자 5년간 국내학술지에 실린 중재방법에
대한 연구 동향을 고찰하여 임상적 적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수집된 뇌졸중 환자의
과제지향훈련에 관련한 17편의 논문은 작업치료 실행체계의 틀 Ⅲ에 포함된 작업수행과 신체기능을 기준으로 하
였다. 신체기능에 관한 논문에는 상지 과제지향훈련, 순환 과제지향훈련, 가상현실을 이용한 과제지향훈련, 전
기 자극 치료를 병행한 과제지향훈련, 이중과제지향훈련 등을 포함하였으며, 작업수행에는 선택 과제지향훈련,
일상생활중심 과제지향훈련 등을 포함하였다. 이 분류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논문들을 P. I. C. O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과제지향훈련이 대상자들의 기능회복에 긍정적
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뇌졸중 환자에게 과제지향훈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회복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근거수준분류 및 분포가 고르지 못하였으며, 분석한 연구의 수가 적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뇌졸중 환자의 과제지향훈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 치료사들이 작업수행과 신체기능에 도움이 되는 중재방법을 제시하고 중재효과에 따른 대상자의 향후 중재
방향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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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Level of quality among each study
category

Research Type

frequency (%)

Ⅰ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andomized clinical trial design

12(70.6)

Ⅱ

Two group non-randomized studies

5(29.4)

Ⅲ

Single group non-randomized study

0(0.0)

Ⅳ

Individual experimental research, survey

0(0.0)

Ⅴ

Case study, technical review, qualitative research

0(0.0)

Sum

17(100.0)

Table2.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of study
Research Type

Research

percentage (%)

Upper Extremity

6

35.2

Lower Extremity

2

11.8

Walking

2

11.8

Cognition

1

5.9

Balance

1

5.9

Activity daily living

5

29.4

Sum

17

100.0

Neuromusculoskeletal system movement
related
Body function
Mental and sensory function

Perform tasks

Table3. Neuromusculoskeletal and movement related function
Evidenc
e

Kim.KY
et al,
2015

EG /CG

17/17

Durati
on

more
than 6
month

Intervention

comparison target

Selective task oriented
training(total 8 weeks, 5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Biofeedback
System training (total
8 weeks, 5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Assessment
Tools

Hand Grasp
Strength,
BBT, FMA,
MFT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within the group. In the group
BBT, FMA, and MF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control group.

Kim.SH
.
2012

10/10

more
than 6
month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with task-oriented
training(total 4weeks, 5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total 4 weeks, 5 times
a week, 20 minutes a
day)

BBT, EMG,
FMA,
JTHF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within the group. In all regions of
th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control group.

Kim.JH
et al.
2012

20/20

more
than 6
month

Task oriented training
(total 4 weeks, 3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Physical
therapy,Occupational
therapy

6MWT,
10MW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except 6MWT of control group.I.n
all regions of th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control group.

(total 4 weeks, 3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7/7

1-3
month

Task-oriented training using
virtual reality game(total 4
weeks, 5 times a week, 60
minutes a day)

Conservation
occupation
Therapy(total 4 weeks,
5 times a week, 60
minutes a day)

FMA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within th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MA
evalu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12/12

more
than 6
month

Task-Oriented Circuit
Training(total 4 weeks, 3
times a week, 60 minutes a
day)

Treadmill Training
(total 4 weeks, 3 times
a week, 60 minutes a
day)

6MWT,
10MWT,
TUG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within the group. In all areas
except 10MWT between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control
group.

more
than 3
month

Task-oriented training of U/E
(total 4 weeks, 5 times a
week, 40 minutes a day)

Conservation U/E, L/E
training(total 4 weeks,
5 times a week, 60
minutes a day)

Grasp, 3D
motion
analysis,
BBT,MFT

All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areas except elbow joint
flexion. I.n all regions of th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control
group.

Lee.WJ.
2014

Youn,
H.J. &
Oh,
DW.
2016

Jung,
KM.
2011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6MWT: 6m Walking velocity test, 10MWT: 10m Walking velocity test, BBS: Berg Balance Scale, BBT: Box
and Block Test, EMG: Electromyography FMA: Fugl-Meyer Assessment, FMLE: Fugel-Meyer Assessment of Sensorimotor Impairment. JTHFT: JebsenTaylor hand Fuction test, K-TMT-e B: Korean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Elderly B, MFT: Manual Function Test, TUG: Time Up & Go test, WMFT:
Wolf Motor Function Test, U/E: Upper extremity, L/E:Lower Extremity

Table3. Neuromusculoskeletal and movement related function(Continue)
Eviden
ce
An.MH
.
2012

EG /CG

22/23

Durati
on

Intervention

comparison target

Assessment
Tools

Results

more

Selective task oriented

Same task oriented

3D mo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than

training(total 8weeks, 3 times

training(total 8weeks,

analysis,BB

areas within the group. The experimental

12

a week, 30 minutes a day)

3 times a week, 30

S,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minutes a day)

EMG,

than the control group in all areas except

FMLE,

knee joint flexion.

month

U/E training(total
U/E task oriented
training(total 6weeks, 4 times

Jung.
JH et
al.

15/15

2011

more

a week, 30 minutes a day)

than 6

Conservation occupation

month

Therapy(total 6weeks, 4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6weeks, 4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Purdue

Conservation

pegboard

occupation

test, K-

Therapy(total 6weeks,

WMFT

4 times a week, 30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within the group. In all regions of
th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control group.

minutes a da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Cha.H
K et
al.

Recurrent task-oriented

Treadmill walking

training and Treadmill

training

than3

walking training

(total 8weeks, 5 times

Biodex

month

(total 8weeks, 5 times a

a week, 60 minutes a

system,

week, 60 minutes a day)

day)

more
13/12

2014

area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10MWT,

contro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areas except Knee
extensor and 10MW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control group in all
areas 10MWT..

Physical therapy
(total 6weeks, 5 times
Physical therapy
Less
Heo M.
2013

15/15

(total 6weeks, 5 times a week,

than 6

60 minutes a day)

month

U/E task oriented training

s

(total 6weeks, 5 times a week,
60 minutes a day)

a week, 60 minutes a
da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servation

K-WMFT test in the group. Comparisons

occupation Therapy

K-WMFT

between groups showed that K-WMFT

(Stretching and ROM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in

EX)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total 6weeks, 5 times
a week, 60 minutes a
day)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6MWT: 6m Walking velocity test, 10MWT: 10m Walking velocity test, BBS: Berg Balance Scale, BBT:
Box and Block Test, EMG: Electromyography FMA: Fugl-Meyer Assessment, FMLE: Fugel-Meyer Assessment of Sensorimotor Impairment. JTHFT:
Jebsen-Taylor hand Fuction test, K-TMT-e B: Korean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Elderly B, MFT: Manual Function Test, TUG: Time Up & Go test,
WMFT: Wolf Motor Function Test, U/E: Upper extremity, L/E:Lower Extremity

Table4. Mental and sensory function
Eviden

comparison target

more

U/E task oriented training

Conservation

et al.

than 6

(total 4 weeks, 3 times a

occupation Therapy

2015

month

week, 30 minutes a day)

(total 4 weeks, 3 times

Ma.SR

Lee.YJ.
2016

EG /CG

Durati

Intervention

ce

15/15

on

more
9/8

than 6
month

Dual-task oriented training
(total 4 weeks, 3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Assessment
Tools
MTD,
TUG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within the group. In all regions of
th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a week, 30 minutes a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day)

the control group.

Conservation
occupation Therapy
(total 4 weeks, 3 times

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PVFT, KTMT-e B,

areas within the group. In all regions of
th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a week, 30 minutes a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than

day)

the control group.

K-TMT-e B : Korean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Elderly B, MTD: Messen Trairuieren Dokumentieren(Germany), PVFT : Phonetic Verbal Fluency Test, TUG: Timed up
& Go Test

Table5. Activities of daily living
Eviden
ce
Gu.YW

EG /CG
15/15

Durati
on

Intervention

comparison target

Assessment
Tools

more

Task oriented training for

Action observational

& Kim.

than 6

ADL

training

areas within the group. Comparisons

BR

month

(total 6 weeks, 4 times a

(total 6 weeks, 4 times

between groups showed that K-MBI

week, 30 minutes a day)

a week, 30 minutes a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in

day)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2013

Kim.
BR.

15/15

2012

Ma.SR
.
2015

Sung.

Task oriented training for

Conservation

ADL and Conservation

occupation Therapy

than 6

occupation Therapy

(total 6 weeks, 5 times

month

(total 6 weeks, 5 times a

a week, 40 minutes a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in

week, 40 minutes a day)

day)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than 6
month

20/20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more

more
15/15

K-MBI

Results

more

Task oriented training for
ADL
(total 8 weeks, 3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Task oriented training for

areas within the group. Comparisons
K-MBI

Conserv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occupation Therapy
(total 8 weeks, 3 times

K-MBI

a week, 30 minutes a

areas within the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day)
Conservation

between groups showed that K-MBI

K-MBI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KS

than 6

ADL

occupation Therapy

2016

month

(total 6 weeks, 2 times a

(total 6 weeks, 2 times

between groups showed that K-MBI

week, 30 minutes a day)

a week, 30 minutes a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in

day)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Son.JR
2015

more
15/15

than 6
month

Task oriented training for
ADL
(total 8 weeks, 5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K-MBI : Korea – Modified barthel Index

areas within the group. Comparison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Conservation

between the groups in the experimental

occupation Therapy
(total 8 weeks,5 times
a week, 30 minutes a
day)

K-MBI

group.Comparisons between groups
showed that K-MBI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