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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ction observational physical training (AOPT) on

manual dexterity and corticomotor facilitation in stroke patients. Ten hemiparetic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subject was asked to participate the three conditions; base condition (Base), physical

training (PT), AOPT. Participants were asked to observe the action in the video that a therapist moved

the blocks during the AOPT conditions. Corticomotor facilitation was determined in three conditions by

monitoring changes in the amplitude of motor-evoked potentials (MEPs) elicited in hand muscles by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MEP responses were measured from the first dorsal interosseous after

participants attended to three conditions. For the manual dexterity, Box and Block test (BBT) was used.

The results of present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MEPs amplitude significantly tended to be

larger than PT and Base condition. The scores of BBT in the AOPT condition were also significantly

larger than other conditions. In conclusion, this finding of present study indicates that physical training

for observation of an action is beneficial for enhancing a dexterity of paretic arm in stroke patients.

Key Words: Action observation; Dexterity; Mirror neurons; Stroke.

Ⅰ. 서론

상지의 운동회복에 목적을 둔 대부분의 중재들은 몸

쪽 기능을 강조한다. 현재 재활환경에서는 운동결손 그

자체를 치료하기 보다는 운동결손을 보상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있다(Bobath, 1990; Voss 등, 1985). 이것이

기능적 결과를 얻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회로의 재구성에 관한 근거들이 많

아짐에 따라(Nudo, 2003), 최근 강제적 움직임유도치료

와 같은 중재들은 마비쪽 사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learned non-use syndrome)을

극복함으로써 상지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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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Liepert 등, 2000; Taub 등,

1993). 이로 인한 기능적 수행능력 향상은 움직임에 관

여하는 신경네트워크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

증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Levy 등, 2001).

재활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보다는 이전에 학습

되어 있는 운동기술을 다시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과

정에서는 손 운동회복에 있어서 운동모방(motor imitation)

을 많이 사용한다. 운동모방은 운동관찰, 운동상상, 운동실행

의 과정을 포함하는 인지과정으로 광범위한 신경 네트워크

가 관여한다(Buccino 등, 2006). 운동모방에는 시각, 청각, 고

유감각 같은 다양한 감각이 이용되며 이미 학습되어 있는

신경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재활과정에서 운동결손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뇌의 운동영역들은 동작이 실제로 일어날 때 뿐 아니

라 상상을 하거나 또는 단순히 관찰만 해도 동원된다는

근거들이 많아지고 있다(Jeannerod, 2001). 이런 사실의 신

경생리학적 기초들은 원숭이에서 처음 보고되고 기술된

거울신경시스템(mirror neuron system)의 발견에 기초하

고 있다(Gallese 등, 1996; Rizzolatti 등, 1996). 처음 이 신

경들은 인간 뇌의 배쪽운동앞겉질(ventral premotor cor-

tex)에 해당하는 원숭이의 F5영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에는 아래쪽마루엽영역과 관자엽위고랑에서도 발견되었다.

F5영역은 손과 입의 목표 지향적 동작의 운동투사 영역이

다(Rizzolatti 등, 1988). 이 신경세포들은 또한 걷기, 머리

돌리기, 손 움직이기, 몸통구부리기의 시각적 관찰 시에도

반응하였다(Perrett 등, 1989). 인간의 거울신경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아래마루엽과 아래이마엽이랑을 포함

하는 배쪽운동앞겉질을 인간의 거울신경시스템에 포함되

는 영역으로 간주한다(Fabbri-Destro과 Rizzolatti, 2008).

이 신경세포들은 동물이 손이나 입으로 물체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할 때 그리고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동일

한 동작이나 비슷한 동작을 할 때 활성화된다. 인간에서도

동작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는 곳이 같은 동작을 실제로 실

행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곳과 동일한 운동투사영역임이 밝

혀졌다(Fadiga 등, 1995; Rizzolatti과 Craighero, 2004). 이

거울신경시스템이 모방과 모방학습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uccino 등, 2004a; Iacoboni 등, 1999).

거울신경시스템이 모방에 관여한다는 것이 최근

여러 뇌영상연구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Iacoboni

등, 1999; Rizzolatti 등, 2009). 이 거울신경시스템

은 단순한 동작 보다는 목표지향적 동작을 관찰할

때, 흉내만 내는 동작보다는 물체와 관련된 동작을

관찰할 때 더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Fogassi 등,

2005). 또한 사진으로 제공되는 동작보다는 움직이

는 동작을 관찰할 때 더 활성화되며 동작의 목표와

성취방식이 밝혀졌을 때 더 많이 활성화된다.

거울신경시스템이 관여하는 동작관찰이 동작을 모방하거

나 또는 학습하는데 관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를 신경

계 재활의 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Celnik 등, 2008; Page 등, 2001), 동작관찰이

뇌졸중 환자의 손동작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

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거울신경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작관찰훈련이 만성뇌졸중 환자

의 손조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거울신경시스템의 동원으로 인해 겉질척수로의 흥분성

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두개자기자

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장비를 이용

하여 첫 번째 등뼈사이근에서 운동유발전위(motor-evoked

potentials; MEPs)의 진폭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

해, 신경계 재활분야에서 동작관찰을 이용한 치료방법이

운동결손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는 경기도 분당의 B 병원에 내원하는

만성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이상인 자,

마비쪽 손으로 Box and Block test(BBT)가 가능한

자로 하였다.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자, 중증 언어장

애 및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점

수가 23점 이하로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모두는 본 연구의 내용

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였다.

2. 연구도구

가. 경두개자기자극2)

겉질척수로의 흥분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경두개

자기자극기는 MagPro R30
1)
을 이용하였다. 이 장비는

1) MagPro R30, Medtronics Inc., Skovlunde,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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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70 ㎝인 B65 butterfly 코일 자극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며 최대 자장은 2.0T이다. 대상자는 침대에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여 최대한 이완된 상태에 있도록

하였으며, 양 팔은 몸통 옆에 회내시켜 두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 딱딱한 베개를 사용하

였으며 대상자의 머리에 자극의 좌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좌표가 그려진 두건을 두피에 착용시켰다. 두건

의 좌표는 코뿌리점(nasion)에서 뒤통수점(inion)까지

연결한 정중시상선(midsagittal line)과 양쪽귀선

(interaural line)의 교차시킨 점을 중심점(Cz)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1 ㎝ 간격의 바둑판 모양으로 선을

교차하여 작성한 것이다. 코일을 손상쪽 대뇌반구 두피

에 접선 방향으로 하여, 손잡이 부분이 뒤쪽을 향하게

하고 중심선에서 45도 각도로 위치시켰다.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s; MEPs)를 측

정하기 위해 첫번째등뼈사이근에 근전도 전극
2)
을 부착

하고 접지전극은 앞팔 부위에 부착시켜 근전도를 측정

하였다. 근전도 활동은 이동식 KEY POINT.NET3) 장

치를 통해 기록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100 ㎷/div 로

증폭시킨 후 2 ㎐∼10 ㎑로 필터링하였다.

손 운동겉질영역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코일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단일 반복 자극을 주었다. 첫째

등뼈사이근의 기록전위에서 가장 큰 MEPs가 나타나는

지점을 해당근육의 운동겉질영역으로 판단하였다. 휴식기

운동역치(resting motor threshold)는 10회 자극 중 적어

도 5회 이상 자극에서 50 ㎶ 이상의 유발전위가 기록되

는 최소한의 자극 강도로 정의하였으며 110%의 운동유

발전위로 자극하여 15회 측정하였다(Rossini 등, 1994).

나. Box and Block test3)4)

BBT는 한 손 동작의 대동작 조작 능력(gross man-

ual dexterity)을 측정하는 도구로, 상자 안의 블록을 한

손으로 옮겨 손의 조작 능력과 협응 능력을 측정한다

(Desrosiers 등, 1994). 도구의 구성물은 가로 2.5 ㎝ ×

세로 2.5 ㎝의 블록 150개와 너비 53.7 ㎝ × 길이 8.5

㎝ 크기의 상자이다. 이 상자는 15.2 ㎝ 높이의 칸막이

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자의 실제 깊이

는 나무 두께를 제외하면 7.5 ㎝이다.

이 도구는 시행 절차가 간단하여 인지 능력, 주의집

중력 또는 지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김진현과 정원미, 2004). 본 연구에서는 마비쪽 손으로

수행토록 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점수는 1분 동안 마

비쪽 손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블록을 다른 쪽 칸

으로 옮기게 하여 옮긴 블록의 개수로 산정하였다. 블

록은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기도록 하였으며 2개 이상을

옮기더라도 한 개로 산정하였다. 바닥이나 책상에 떨어

뜨린 블록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블록을 던져

서 옮긴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였다.

다. 동작관찰 동영상

동작관찰신체훈련(action observational physical

training; AOPT) 조건에 사용된 동영상은 치료사가 앉

은 자세로 BBT 검사에 사용된 도구를 가지고 블록을

옮기는 동작을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면과 옆면

45도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었다. 이후 한 화면에서 동

작의 정면 모습과 옆면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동

영상을 편집하였다. 동영상은 초당 30 프레임으로 촬영

하였다. 동영상을 보는 모니터(HP L1706)의 크기는 17

인치였으며 BBT 검사 도구 뒤쪽에 설치하였다.

3. 연구절차

가. TMS 측정 절차

본 연구에서 TMS 측정은 모두 3번 시행하였다. 훈

련 전에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선(base) 조건

에서 TMS 장비를 이용하여 MEPs의 진폭을 측정하였

다. 신체훈련(physical training; PT)을 실시한 후에 기

초선 측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MEPs를 측정하고

AOPT 조건에서 훈련을 한 후에 다시 측정하였다.

BB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Base 조건, PT 조건 후,

AOPT 조건 후에 3회 측정하였다.

나. 훈련 절차

기초선 측정 후, 모든 대상자들은 2가지 서로 다른

훈련 조건에 참가하였다. 먼저 PT 조건에서는 블록을

옮기는 훈련을 시행하였다. 치료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블록 옮기기 훈련을 5분 동안 시행하고 2분간의 휴식을

갖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모두 3회 반복하였다. AOPT

조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블록 옮기기를 시행하는 동영

상을 2분 동안 관찰하도록 한 다음, PT 조건과 동일한

2) Pre-gelled disposable surface electrode, Alpine Biomed, Skovlunde, Denmark.

3) KEY POINT.NET, Medtronics Inc., Skovlunde,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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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대상자

성별
남자 8

여자 2

마비부위
오른쪽 5

왼쪽 5

뇌졸중 유형
뇌경색 4

뇌출혈 6

뇌졸중 기간(개월) 31.0±18.1a

나이(년) 60.7±13.1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

블록 옮기기 훈련을 5분 동안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블록 옮기기 훈련은 마비쪽 팔

을 이용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수행이 어려운 경우 치료

사가 약간의 신체적 도움과 동작 수정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전체 소요 시간은 각 조건 당 21분이었다.

4. 자료분석

Base 조건, PT 조건, AOPT 조건 간의 MEPs 진폭

크기 그리고 BBT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된 일

요인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uchly

의 구형성 가정이 성립이 되지 않아 Greenhouse-Geisser

의 수정된 자유도 값에 의해 분석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Bonferroni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

다. 자료분석에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 17.0 버전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α=.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만성 뇌졸중 환자 10명(남자 8명, 여자

2명)이었다. 평균나이는 60.7±13.1세였으며 평균 유병기

간은 31.0±18.1개월이었다. 뇌졸중 유형은 뇌출혈이 6

명, 뇌경색이 4명이었고 마비부위는 오른쪽이 5명, 왼쪽

이 5명이었다. 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MEPs 진폭 비교

AOPT 조건에서 대상자들의 평균 MEPs 진폭은

.21±.1 ㎷, PT 조건은 .17±.075 ㎷, Base 조건의 MEPs

진폭은 .092±.047 ㎷ 이었다(표 2). 세 조건 간 MEPs 진

폭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반복측정된 일요인분산분석

결과, 세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1.243, 11.191=22.451, p<.001). 사후분석 결과, 세 조건

중 AOPT 조건, PT 조건, Base 조건 순으로 MEPs 진

폭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그림 1).

3. BBT 점수 비교

AOPT 조건에서 대상자들의 평균 BBT 점수는 25.8±6.68

점, PT 조건에서는 22.9±7.17 점, Base 조건이 22.8±6.97 점

이었다(표 2). 세 조건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반복측

정된 일요인분산분석 결과, 세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F1.192, 10.732=41.611, p<.001). 사후분석

결과, 세 조건 중 AOPT 조건, PT 조건, Base 조건 순으로

BBT 점수가 유의하게큰것으로 나타났다(p<.01)(그림 2).

Ⅳ. 고찰

본 연구 결과에서, 각 조건에서 대상자들의 손조작능

력을 측정하기 위한 BBT 점수는 같은 동작의 동영상

을 관찰한 조건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대상자

들의 첫번째등뼈사이근에서 측정한 MEPs 진폭 또한

기초선 조건과 동작을 관찰하지 않고 훈련만 한 조건보

다 동영상의 시범자가 보여주는 동작을 관찰한 조건에

서 더 컸다. 다른 사람이 3차원 물체를 조작하는 것을

대상자들이 관찰하는 동안 TMS를 적용하고 실제 사용

되는 근육들의 MEPs 진폭을 측정한 한 연구에서는 동

작을 관찰하지 않을 때보다 동작을 관찰할 때 진폭이

더 증가하였음을 입증하였다(Strafella과 Paus, 2000).

동일한 방법으로 Gangitano 등(2001)은 손동작을 관찰

하는 동안 관찰된 동작을 실제 시행할 때 관여하는 근

육들의 MEPs 진폭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동작관찰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들은 동작관찰이 운동모방과 운동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동작관찰은 겉질척수로의 흥

분성을 증가시킨다(Buccino 등, 2006). MEPs 진폭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동작관찰을 통해 겉질척수로의 흥분

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자들은 모두 만성뇌졸중 환자들이며 연구에 참가한 시

점까지도 일반적인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었다. 기초선 조건보다 동작관찰 조건에서 BBT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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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 조건 간 BBT 점수 비교(**p<.01,

***p<.001).

그림 1. 세 조건 간 MEPs 진폭 비교(*p<.05,

**p<.01).

Base PT AOPT

MEPs 진폭 .092±.047
a
㎷ .17±.075 ㎷ .21±.1 ㎷

BBT 점수 22.8±6.97 점 22.9±7.17 점 25.8±6.68 점
a평균±표준편차.

표 2. 세 조건 간 MEPs 진폭과 BBT 점수 (N=10)

와 MEPs 진폭이 높았다는 점은 이전의 훈련 방법과

동작관찰을 결합하면 신경계 재활에 훨씬 많은 향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거울신경시스템이 모방에 관여한다는 것이 최근 여러

뇌영상연구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Iacoboni 등(1999)

은 정상인들에게 화면에 목표 동작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때, 기호로 신호를 주었을 때, 공간적 신호를 주고

그에 반응하여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안 fMRI를 이

용하여 뇌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운동을 보고 모방

을 하는 동안 왼쪽 아래이마엽이랑의 덮개부분, 오른쪽

앞쪽마루엽영역, 오른쪽 마루엽 덮개부위, 오른쪽 관자

엽위고랑 영역이 더 강하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모방은 관찰한 동작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운동도

식 즉 이전에 생성되어 기억하고 있는 운동 동작에 맞

추는 것으로 구성된다. 운동모방은 잠재적으로 운동관

찰, 운동상상, 운동실행을 포함한다(Buccino 등, 2006).

관찰/실행 맞추기 시스템(observation/execution match-

ing system)이 운동학습 과정 없이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Buccino 등, 2004c). 이 관찰실행 맞추

기 시스템이 운동모방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Buccino 등(2004c)은 전문기타 연주자가 연주하는 기

타코드를 초보자들이 보고 모방하도록 요구하였다. 관

찰모방조건에서는 기타코드 관찰하기, 멈춤, 관찰한 코

드 치기, 기초선으로 시행하였고 대조조건에서는 잇따

른 운동행동 없이 그냥 기타코드만 관찰하기, 기타 목

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관련없는 행동을 한 후 코드 관

찰하기, 기타코드를 자유롭게 치기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관찰모방조건에서는 아래마루엽과 아래이마엽이

랑의 덮개부분 그리고 배쪽운동앞영역이 관여하는 겉질

의 네트워크의 활성도와 관련이 있었다. 동작관찰과 관

련된 활성화 정도는 대조조건들 보다 모방을 하는 동안

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새로운 운동패

턴을 생성하는데 관여하는 신경부위들이 거울신경시스

템의 핵심중추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rtelt 등(2007)은 만성뇌졸중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

누고 실험군은 일상생활에서의 손과 팔동작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관찰한 동작들을 연습하도록 하고

대조군에는 기호나 글자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작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동작을 관찰하고

훈련을 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표준화된 팔기능 척

도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뇌영역의 활성도에서도

동작 관찰/동작실행 맞추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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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되는 양쪽의 배쪽운동앞영역, 양쪽의 위쪽관

자엽이랑, 보완운동영역, 반대쪽 모서리위이랑의 활성도

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

가 연구에 참가했던 환자들의 향상된 운동기술이 훈련

한 동작이 나타나는 운동투사영역인 운동영역의 생리학

적 네트워크의 재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앞의 연구처럼 동작관찰과 동작실행의 유효성을 알아

본 연구들과(Binkofski과 Buccino, 2004; Buccino과

Riggio, 2006)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동작을 관찰하

는 것과 그 동작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결합하였다.

동작관찰이 동작관찰 능력과 운동경험을 통해 거울신경

시스템 내의 영역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다. Buccino 등(2004b)은 동작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해야하는 운동 항목이었던 씹는 동작을 관찰하는 동안에

는 거울신경시스템이 활성화되었으나 소리치기 동작을

관찰할 때는 활동하지 않았다. 즉, 관찰자의 운동투사영

역에 움직임으로 투사되지 않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았

다. 또한 Calvo-Merno 등(2005)은 capoeira 댄서들이 전

통 발레 보다는 capoeira 움직임을 관찰할 때, 운동앞영

역과 마루엽영역 그리고 관자엽위고랑에서 더 강한 활동

이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전통발레 댄서들은 capoeira

움직임을 관찰할 때 보다는 전통적인 발레 움직임을 관

찰하는 동안 같은 영역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다.

거울신경시스템은 동작관찰과 관련된 운동기능의 회복과

운동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연

구들은 모두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동작관

찰과 거울신경시스템의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다(Binkofski

과 Buccino, 2004; 2006; Buccino 등, 2004a; Rizzolatti과

Craighero, 2004). 거울신경시스템은 모방학습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새로운 운동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

거울신경시스템의 특별한 역할을 입증하는 것이다. 재활에

동작관찰과 모방을 결합하여 시행하면 운동상상 및 운동모

방을 통해 이전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며, 실행과 결합하

면추가적인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Page 등, 200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상지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

적 활동을 관찰하고 그 수행능력의 변화를 알아보지 못

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대상자 수가 많

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동작관찰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

이었다. 중요한 점은 같은 양의 동작 훈련을 한 조건도

향상이 있었지만 동작관찰 후 훈련한 조건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동작관찰을 일반적인 물리치료

에 결합하여 기능적인 활동들을 관찰한 다음 집중적으

로 훈련하면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추후연구에서는 팔의 다양한 기능적 동작들을

관찰하면서 훈련하고 다양한 기능적 평가를 시행하여

동작관찰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팔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동작관찰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손조작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작관찰

조건에서 MEPs 진폭이 동작을 관찰하지 않고 신체훈

련만 시행한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겉

질척수 전달로의 흥분성이 동작 관찰 후에 더 커진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동작관찰을 하고 훈련을 한 조건에

서 대상자들의 손조작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이

는 관찰한 동작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을 결합하면 현재 신경계재활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동작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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