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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wa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audio-visual modeling for im-

proving the efficiency of rehabilitative program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observing these various mod-

els on the capacity of stroke patients to perform upper limb activities. Twenty-one stroke patients par-

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ask modeling, sport modeling, or con-

trol group. During 2 weeks of intervention, subjects in all groups participated in the physical practice of

experimental tasks. These tasks comprised of a Nine Hole Peg Test, the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s, and locomotion. These tasks were performed 5 days a week, 30 min per day. In addition to the

physical practice, the task modeling group observed a model performing experimental tasks and locomo-

tive activities for 20 min, while the sport modeling group observed a model performing various sport ac-

tivities for 20 min. Subjects' ability to perform the experimental tasks was measured 3 times, before, im-

mediately after, and 1 week after the intervention. Analyses of the capacity to perform upper extremity

activities displayed significant improvement from the pre-test to immediate and delayed post-tests in all

groups. However, the amount of improvement was the highest in the task modeling group. The task

modeling group was superior to the control group in the post-test of all experimental tasks, whereas the

sport modeling group did not displa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audio-visual modeling can be used as an effective cognitive intervention for facilitating the re-

habilitation of stroke patients, and its rehabilitative effect can be maximized when the program is com-

prised of performance scenes directly related to the targe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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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의 허혈성 또는 출혈성 손상에 의한 신경학적 결

함을 유도하는 뇌졸중은 흔히 신체 한쪽의 편마비

(hemiplegia)를 야기하며, 그로 인한 운동능력의 저하는

일상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수준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한다(Dijkerman 등, 2004; Sveen 등, 1999).

뇌졸중으로 인해 소실되는 환측 사지(affected limb)의

기능은 뇌손상 후 초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Broeks 등, 1999), 환자의 운동능력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발병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적 중

재가 요구된다. 환측 사지의 기능회복은 주로 손상이

덜된 신경망이 손상된 신경원의 기능을 보상하는 대체

작용(substitution)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망의 재조직화

를 통해 이루어진다(Chen 등, 2002; Weiller 등, 1992).

손상된 뇌영역의 재조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중재를 통해 손상된 부위를 외적으로 자극해야 하므로

(Lee와 Donkelaar, 1995; Liepert 등, 2000) 뇌손상 환자

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대개 환측 사지의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신체적 재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마비, 경직성, 감각장애 등으로 인해 환측 사

지의 활동제한이 심할 경우, 뇌졸중 환자는 환측 사지

의 기능회복에 초점을 두는 신체적 접근에 거부감을 가

질 수 있으며(Blanton과 Wolf, 1999),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아울러 뇌졸중 환자는 자신의

운동능력을 부적절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지니며, 그러

한 인식의 저하 역시 적극적인 재활참여 의지를 감소시

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Hartman-Maeir 등,

2003). 뇌졸중 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참여를 유도함으로

써 환측 사지의 기능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

적 재활과 함께 손상된 뇌영역의 재조직화와 재활참여

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지적 중재가 필요하

다(박상범과 김미현, 2005). 모델의 과제수행 장면을 관

찰하는 동안 일어나는 뇌영역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찰이 그와 같은 인

지적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Decety

등, 1994; Maraj 등, 2003; Petrosini 등, 2003).

타인이 수행하는 목표지향운동의 관찰은 관찰되는

동작의 실제 수행과 관련된 뇌영역의 활성화를 유도하

는 것으로 밝혀졌으며(Buccino 등, 2001; Rizzolatti 등,

2001), Muthukumaraswamy와 Johnson(2004)의 실험은

그러한 과정에 대한 예를 제공한다. 이들은 연구대상자

가 엄지와 검지로 물체를 잡는 장면을 관찰하는 동안 대

뇌피질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감각운동피질의 뮤 리듬(mu rhythm)이 안정 시에 비해

활동관찰 시에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뮤

리듬은 감각운동피질에서 나타나는 8～13 ㎐의 파형으로

안정 시에 우세하며 운동수행 시에는 억제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므로(Muthukumaraswamy 등, 2004; Vaughan

등, 1998), 이러한 결과는 목표지향운동의 관찰이 운동피

질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델링의 관찰에 의한 운동체계의 흥분성은 관찰되

는 신체부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찰된 활동의 실제 수행 시에 활성화되는 근육에서 특

히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Fadiga 등, 1995; Patuzzo

등, 2003; Strafella와 Paus, 2000). Aziz-Zadeh 등(2001)

은 오른손 또는 왼손 손가락의 외전(abduction) 장면을

관찰하는 동안 관찰자의 뇌영역에 경두개자기자극

(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을 적용하였

으며, 관찰되는 사지에 따라 자극이 적용된 뇌영역의

반대쪽 손가락에 있는 제1배측골간근(fisrt dorsal in-

terossesus)의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두개자기자극이 좌뇌

운동피질에 적용되었을 때 오른손 제1배측골간근의 운

동유발전위는 오른손 동작의 관찰 시에 더 크게 나타났

으나, 자극이 우뇌 운동피질에 적용되었을 때 왼손 제1

배측골간근의 운동유발전위는 왼손 동작의 관찰 시에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경두개자기자극의 적용시에 반

대측 사지 근육에서 일어나는 운동유발전위의 강도는

해당 뇌영역의 활성화 수준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Clark 등, 2003; Patuzzo 등, 2003; Strafella와

Paus, 2000), 이러한 결과는 모델이 사용하는 신체부위

가 관찰 시에 활성화되는 뇌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Aziz-Zadeh 등, 2001; Buccino 등, 2001).

특정한 과제수행 장면에 대한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

찰이 관찰되는 활동의 실제 수행에 관여하는 뇌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인지적 중재의 적용

이 손상된 뇌영역을 재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

과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Maraj 등, 2003). 손상된 뇌영역의 재조직화를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이 요구된다

(Lee와 Donkelaar, 1995; Liepert 등, 2000). 신체적 연

습과 병행된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찰은 손상된 뇌영역

의 재조직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뇌졸중 환자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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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사지 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신체적

연습과 병행된 모델의 활동관찰은 신체적 연습만 수행했

을 때보다 목표과제에 대한 만성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

억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Celnik 등,

2006). 이러한 사실은 모델의 숙련된 수행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되는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특정한 효과기의

운동표상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촉

진시키는 효과적인 인지적 중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박상범과 김미현, 2005; Heyes와 Foster, 2002).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찰은 손상된 뇌영역의 자극과

인지적 측면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뇌졸중 환자의 재

활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시청각적 모델링의 재활촉진효과는 아직 체

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모델링을 통

한 환측 사지의 기능회복 및 운동능력에 대한 인식개선

은 폭넓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뇌졸중 환

자의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재활프로그램

과 함께 다양한 인지적 중재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

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인지적 중재 프로그

램으로서 시청각적 모델링이 지닌 가치를 판단할 수 있

는 실험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찰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재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으로써 재활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청각적

모델링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청각적 모

델링의 관찰은 관찰되는 동작의 실제 수행에 참여하는

뇌영역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운동기능의 학습을 위

한 인지적 중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시청각적 모델링이 뇌졸중 환자의 환측 상지 기능회

복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러한 효과는 목표과제의 관찰

시에 더 우수할 것이란 가설을 설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실험대상은 D시 D종합복지관과 D장애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참여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자로서 K-MMSE(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인지기능검사의 점수가 22점 이상인

자, (2) 시공간적 지각장애가 없는 자(star-cancellation

test와 copy drawing test로 선별), (3) 청각장애가 없는

자, (4) 주관절 신전가동범위 제한이 10도 이내인 자,

(5) 보조장비를 이용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

인 보행이 가능하며, 과제에 대한 구두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 실험에 참여하기 전, 모든 연구대상

자는 자발적 실험참여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다.

2.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

본 실험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는 시청각적 모델링 도

구와 상지기능 평가도구로 구성되었다.

가. 시청각적 모델링 도구

시청각적 모델링 도구는 두 가지 내용의 비디오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비디오는 실험에서 측정될 상지기

능 수행장면과 보행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제수행과

관련된 관찰자의 뇌영역과 근육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과제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두 번째 비디오는 다양한 신체분절을 이용하는 스포츠

수행 장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되는 동작의 수행과

관련된 관찰자의 뇌영역과 근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

이 있었다. 각각의 시청각적 모델링은 모델의 수행장면

을 디지털 캠코더로 녹화한 다음, 실험목적에 맞게 10

분용으로 편집하여 제작하였다. 모델링 유형별로 각 시

간대에 제시된 내용은 표 1과 같다.

나. 상지기능 평가도구

1) 나인홀 막대 옮기기(Nine Hole Peg Test)

손의 기민성이나 정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연구대상

자는 시작신호가 주어진 후 1분 동안 가능한 한 빨리 환

측 손으로 9개의 막대를 하나씩 구멍에 넣도록 지시받았

다. 나무막대의 길이는 32 ㎜이고 직경은 9 ㎜이다. 나무

판(가로 100 ㎜, 세로 100 ㎜)에는 직경 10 ㎜, 깊이 15 ㎜

의 구멍 9개가 15 ㎜ 간격으로 있고, 3개의 구멍이 3열로

배열되어있다. 연구대상자는 나무막대를 모두 다 옮긴 후

다시 구멍에서 빼내서 얕은 용기에 담도록 요구받았다.

2) Jebsen-Taylor 손기능 검사

상지의 기능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본 실험

에서는 Jebsen-Taylor 손기능 검사의 7개 하위 검사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평가하였다(Stevens와

Stoykov,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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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시청각적 모델링 유형

과제 모델링 스포츠 모델링

0～2분

오른쪽 상지를 이용하여

• 9개의 구멍으로 막대 옮기기

• 다양한 무게의 캔 들어 옮기기

• 카드 뒤집기

오른쪽 상지를 이용하여

• 야구공 던지기

•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

• 탁구 포핸드 드라이브

• 배드민턴 스매시

2～4분

왼쪽 상지를 이용하여

• 9개의 구멍으로 막대 옮기기

• 다양한 무게의 캔 들어 옮기기

• 카드 뒤집기

왼쪽 상지를 이용하여

• 야구공 던지기

•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

• 탁구 포핸드 드라이브

• 배드민턴 스매시

4～6분 • GAITRite에서 걷기

오른쪽 하지를 이용하여

• 축구공 차기

• 태권도 돌려차기

6～8분
• Balance Performance Monitor

에서의 수행

왼쪽 하지를 이용하여

• 축구공 차기

• 태권도 돌려차기

8～10분 • 목표지점까지 걸어갔다 돌아오기

• 경보

• 마라톤

• 스프린터

표 1. 시청각적 모델링의 유형별 제시내용

(1) 카드 뒤집기

다섯 장의 카드(가로 3 inch, 세로 5 inch)를 탁자의

연구대상자 쪽 가장자리로부터 5 inch 앞에 두었으며,

각 카드 사이의 간격은 2 inch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가능한 한 빨리 카드를 뒤집어야 했으며, 뒤집은

카드는 제자리에 두도록 지시받았다. 시작신호의 제시

시점으로부터 1분간 카드를 뒤집은 횟수를 측정하였다.

(2) 가벼운 캔 옮기기

다섯 개의 빈 캔을 탁자의 연구대상자 쪽 가장자리

로부터 5 inch 앞에 두었으며, 각 캔 사이의 간격은 2

inch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가능한 한 빨리 캔을

전방에 있는 판(길이 20 inch, 높이 2 inch) 위에 올려

놓도록 요구받았다. 시작신호의 제시시점으로부터 1분

간 캔을 올려놓은 횟수를 측정하였다.

(3) 무거운 캔 옮기기

다섯 개의 캔(무게 1 lb)을 탁자의 연구대상자 쪽 가

장자리로부터 5 inch 앞에 두었으며, 각 캔 사이의 간

격은 2 inch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가능한 한 빨

리 캔을 전방에 있는 판(길이 20 inch, 높이 2 inch) 위

에 올려놓도록 요구받았다. 시작신호의 제시시점으로부

터 1분간 캔을 올려놓은 횟수를 측정하였다.

3. 실험절차

본 실험은 집단배정, 사전검사, 2주간의 실험처치, 즉

각적 사후검사, 그리고 지연된 사후검사의 순서를 거치

면서 수행되었다.

가. 집단배정

사전검사에 앞서 먼저 연구대상자를 과제 모델링, 스

포츠 모델링, 그리고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각각 7명씩

배정하였다.

나.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실험처치 1일 전에 실시하였으며, 모든

집단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

지기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각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검사의 수행요령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1) 나인홀 막대 옮기기

환측 손으로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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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내용
집단

과제 모델링 스포츠 모델링 통제

시청각적 모델링 관찰

(20분)

• 과제수행 장면으로

구성된 10분용 비디오를

2회 반복 시청

• 스포츠수행 장면으로

구성된 10분용 비디오를

2회 반복 시청

• 아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음

신체적 연습

(30분)

세 집단 모두 다음 과제를 연습함

• 환측 상지로 9개의 구멍으로 막대 옮기기(5분)

• 환측 상지로 다양한 무게의 캔 들어 옮기기(5분)

• 환측 상지로 카드 뒤집기(5분)

• 3 m 거리에 위치한 목표지점까지 걸어갔다 오기(5분)

• 비환측 발로 20 ㎝ 높이의 발판을 디딘 상태에서

환측 하지로 체중 지탱하기(5분)

• 양 하지에 체중을 균등히 부하한 상태에서 반쯤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했다가 일어서기(half-squatting)(5분)

표 2. 집단별 실험처치 내용

기 간에는 약 2분의 휴식을 제공하였다. 측정변수는 1

분간 막대를 옮긴 횟수이며, 두 번의 시기에서 측정된

횟수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2) Jebsen-Taylor 손기능 검사(세 가지 하위검사)

환측 손으로 카드 뒤집기, 가벼운 캔 옮기기, 그리고

무거운 캔 옮기기 과제를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

며, 각 시기 사이에는 약 1분의 휴식을 제공하였다. 측

정변수는 1분간 카드를 뒤집거나 캔을 옮긴 횟수였으며,

두 번의 시기에서 측정된 횟수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다. 집단별 실험처치(2주간 실시)

집단별 처치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다음날부터 시작

되었으며, 처치내용은 표 2와 같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2주 동안 주당 5일, 하루 30분씩 총 10회에 걸쳐 측정

과제와 보행에 대한 신체적 연습에 참여하였으며, 신

체적 연습에 앞서 조건별 시청각적 모델링을 20분간

관찰하였다. 1회의 연습에는 약 50분이 소요되었다.

라. 즉각적 사후검사

실험종료 하루 후에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와 동일

한 항목들을 측정하였다.

마. 지연된 사후검사

실험종료 1주일 후에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와 동일

한 항목들을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가. 변수계산

실험과정에서 측정된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변수

들을 계산하였다.

1) 나인홀 막대 옮기기: 2회 시기의 평균 수행횟수

2) Jebsen-Taylor 손기능 검사: 각 검사에 대한 2회

시기의 평균 수행횟수

나. 자료분석

자료분석에 앞서, 각 과제별로 연구대상자의 수행수

준을 검토하였으며, 전체 처치기간이나 사후검사에서

수행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은 연구대상자는 해당과제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벼운 캔 옮기기의 경우,

과제 모델링 집단에서 1명, 그리고 스포츠 모델링 집단

에서 2명이 제외되었으며, 무거운 캔 옮기기에서는 통

제집단에서 2명, 과제 모델링 집단에서 1명, 그리고 스

포츠 모델링 집단에서 3명이 제외되었다. 나인홀 막대

옮기기에서는 과제 모델링과 스포츠 모델링 집단에서

각각 1명씩 제외되었으며, 카드뒤집기에서는 각 집단마

다 1명이 자료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연구대상자들로부터 계산된 변수들에 대해

두 번째 변수가 반복 측정된 3집단(스포츠 모델링, 과

제 모델링, 통제) × 3측정시점(사전, 즉각적 사후, 지연

된 사후)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분석

의 유의수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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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과 측정시점별 무거운 캔

옮기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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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단과 측정시점별 가벼운 캔

옮기기 점수.

Ⅲ. 결과

1. 가벼운 캔 옮기기

가벼운 캔 옮기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집단

[F(2,15)=4.66, p<.05]과 측정시점[F(2,30)=80.04,

p<.001]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과 측정시점의 상호작용[F(4,30)=4.95, p<.01] 역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측정시점의 차이가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1). 집단별로 측

정시점 사이의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모든 집단이

사전검사에 비해 즉각적 및 지연된 사후검사에서 유의

하게 많은 횟수의 캔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수행향상의 정도는 과제 모델링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측정시점별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의 경

우, 사전검사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즉각

적 및 지연된 사후검사에서는 과제 모델링 집단이 수

행수준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나

머지 집단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무거운 캔 옮기기

무거운 캔 옮기기에 대한 분석에서도 집단

[F(2,12)=5.78, p<.05]과 측정시점[F(2,24)=116.61, p<.001]

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과 측정시

점의 상호작용[F(4,24)=8.76, p<.001] 역시 유의하게 나타

났다. 집단별로 측정시점 사이의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

과 통제집단과 과제 모델링 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즉각

적 사후와 지연된 사후검사 모두에서 캔을 옮긴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5), 스포츠 모델링 집단은 즉

각적 사후검사에서만 사전검사에 비해 캔을 옮긴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시점에 따른 수행향상은 과제 모델링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측정시점별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차가 없었으나, 즉각적 및

지연된 사후검사에서는 과제 모델링 집단이 다른 집단보

다 유의하게 우수하였으며(p<.05), 통제집단과 스포츠 모

델링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3. 나인홀 막대 옮기기

나인홀 막대 옮기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측정시점의

주 효과[F(2, 32)=57.31,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2,16)=2.91,

p>.05]. 하지만 집단과 측정시점의 상호작용

[F(4,32)=4.01, p<.01]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측

정시점 사이의 차이가 집단에 따라 다르거나 집단 간의

차이가 측정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

림 3). 집단별로 측정시점 사이의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즉각적 및 지연

된 사후검사에서 막대를 옮긴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5). 측정시점별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에서는 즉각적 사후검사에서만 과제 모델링 집단이 통

제집단보다 우수하였으며(p<.05), 지연된 사후검사에서

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카드 뒤집기

카드 뒤집기에 대한 분석에서도 측정시점의 주 효과

[F(2, 30)=37.40, p<.001]는 유의하였으나, 집단의 주 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2,15)=3.66, p>.05]. 하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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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과 측정시점별 나인홀 막대

옮기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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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단과 측정시점별 카드 뒤집기

점수.

단과 측정시점의 상호작용[F(4,30)=4.96, p<.01]도 유의

하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측정시점 사이의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카드 뒤집기 횟수는 모든 집단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즉각적 및 지연된 사후검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5), 그러한 수행향상의 정도는 과제

모델링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측정시점별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연된

사후검사에서만 과제모델링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나머지 집단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찰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활프로그램

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청각적 모델링의 적용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찰이 환측 상지기능의 회복을 촉진시킬 것

이며, 그러한 효과는 목표과제의 관찰 시에 가장 클 것

이란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험결과는 설정된 가설을 부

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과제의 수행장면에 대한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찰

은 과제수행 수준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스포츠 모델링 집단과 통제집단 역시 사전검사에 비

해 즉각적 및 지연된 사후검사에서 과제수행 수준의 유

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수행향상의 정도는 과제 모델링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캔 옮기기

과제에 대한 사후검사에서 과제 모델링 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수행을 하였으며, 무거운 캔 옮기

기에서는 스포츠 모델링 집단보다도 우수하였다. 나인홀

막대 옮기기의 즉각적 사후검사와 카드 뒤집기의 지연된

사후검사에서도 과제 모델링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목표과제에 대한

시청각적 모델링의 관찰이 환측 상지 기능을 향상시킴으

로써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다(박상범과 김미현, 2005; Jackson 등, 2001).

목표지향운동의 수행 장면에 대한 시청각적 모델링

의 관찰은 관찰되는 동작의 실제 수행에 관여하는 뇌영

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활동장

면을 관찰하는 동안 뇌의 영상을 촬영한 선행연구들은

관찰되는 활동의 실제 수행 시와 마찬가지로 활동관찰

동안에도 브로드만영역 44(하전두엽)와 상측두엽

(superior temporal sulcus)(Decety 등, 1997), 일차운동

피질(Järveläinen 등, 2001) 등 거울신경원(mirror neu-

ron)이 존재하는 뇌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7개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연구자료를 재분

석한 Molnar-Szakacs 등(2005)의 연구에서도 활동의

모방과 관찰 동안 하전두엽(pars opercularis)과 복측

전운동피질(ventral premotor cortex)이 동일한 양측성

활성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같은 뇌영역의

활성화는 관찰되는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신경계의 연

결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목표과제에 대한 신체적 연습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실험에서 과제 모델링 집단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목표과제의 수행장면을 관찰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학습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스포츠 모델링 집단은 사후검사에서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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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델링의

내용이 활동관찰의 학습촉진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활동관찰 동안 학습자는 목표과제의 수

행절차나 방법, 동작패턴, 전략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Al-Abood 등, 2001; Horn 등, 2002). 본 실험

의 과제 모델링 집단은 스크린 상에 제시되는 과제를

마치 자신이 수행하는 것처럼 떠올리며 모델의 활동을

관찰하였으므로, 활동의 계획 및 생성과 관련된 뇌영역

이 반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Decety 등,

1997; Patuzz 등, 2003). 그와 같은 뇌영역의 활성화는

목표과제에 대한 운동표상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

며, 신체적 연습과의 병행을 통해 지각-활동의 연결을

강화시킴으로써(Vogt, 1996) 환측 상지의 수행수준을

향상시켰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델링의 관찰에 의해

촉진된 뇌 활성화와 더불어 과제에 대한 신체연습으로

획득된 고유감각적 정보가 목표과제에 대한 '상

(image)'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수행수준의 향상

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스포츠 모델링 집단은 실험과제와 무관

한 스포츠 활동을 관찰하였으므로 과제와 관련된 세부

적인 정보 습득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스포츠 모델링

의 관찰 역시 관찰되는 활동과 관련된 뇌영역의 활성화

를 유도하지만 그러한 영역은 실험과제의 수행 시에 활

성화되는 영역과 다를 수 있다(Buccino 등, 2001;

Fadiga 등, 1995; Fadiga와 Craighero, 2004; Patuzz 등,

2003). 결과적으로 스포츠 모델링의 관찰은 실험과제에

대한 운동표상의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며, 스

포츠 모델링 집단의 수행향상 정도가 과제 모델링 집단

보다 적다는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는 시청각적 모델링의 인지적 중

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목표과제의 수행장면

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이용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실험의 결과는 시청각적 모델링의 학습촉진

효과가 과제의 결과척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제의한

다. 초보 여자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축구공 차기 과제

를 이용한 Horn 등(2002)의 실험에 따르면, 비디오를 이

용한 모델링이 학습자의 운동패턴을 모델과 유사하게 개

선시키기는 하였지만, 결과척도의 학습에는 효과가 없었

다. 다트 던지기 과제를 이용한 Al-Abood 등(2001)의 연

구에서도 비디오를 이용한 시각적 시연(demonstration)의

제공이 학습자의 협응패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결과척도에서는 유의한 수행향상이 나타나지 않았

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실험과제의 수행결과에

서도 과제모델링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목표과제의 수행장면으로 구성된 시청각적 모델링 프로

그램을 충분한 기간 동안 실행할 경우 협응패턴 뿐만 아

니라 수행결과의 측면에서도 학습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Ashford 등, 2006).

Ⅴ.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시청각적 모델링이 뇌졸중 환자의

신체적 재활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인지적 중재로 작

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제 모델링의 관찰은 관찰

되는 활동의 실제 수행과 유사하게 뇌영역의 활성화와

피질척수의 흥분성을 유도함으로써 목표과제에 대한 운

동표상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뇌손상으로

인해 환측 사지의 운동기능이 저하된 뇌졸중 환자의 재

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연습과 함께 인지적 중재로서 시

청각적 모델링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러한 효과는 모델링의 내용이 목표과제의 수행장면으

로 구성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신체적 연습과 인지적

중재의 병행은 신체적 연습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

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뇌졸중 환

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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