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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ilo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ask-oriented training 

program on balance,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in stroke 

patients. 

 Method : Two subjects with stroke in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task-oriented training 

program, while two subjects with stroke in control group received traditional rehabilitation therapy 

for 4 weeks, 30 minutes per session, four times per week. The task-oriented training program 

consisted of four tasks with 4 difficulty levels. In two groups, balance was examined with using the 

Berg Balance Scale(BBS), ADL performance was examined with using the Modified Barthel 

Index(MBI), and Self Efficacy was evaluated with using the Self-Efficacy scale(SES) before and 

after 4-week training. 

 Result : After 4 weeks training, all scores of measurement variables in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ut the average rates of change differed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the training program, the scores of BBS, MBI, and SES in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to 11.4%, 9.9%, 15.4%, respectively than pre-training.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ask-oriented training program might be 

proposed as a intervention to improve balance ability, ADL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in stroke 

patients. 

Key Words : stroke, task-oriented training program, balance, 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formance, 

self efficacy

ǂ교신저자: 

강순희, E-mail: shkang@ut.ac.kr, TEL: 043-820-5204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  수정일 2013년 11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9일 



한통합의학회지 제1권 제4호 

− 16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의 병

변으로 24시간 이상 국소적 혹은 전반적인 신경

학적 결손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Garrison 등, 1977). 신경학적 결손은 뇌혈관

의 파열 혹은 폐색에 의한 비외상성 뇌손상에 의

해 초래되는 운동조절능력의 상실, 감각 소실, 

인지 및 언어장애, 평형 장애 등의 증상이 특징

적으로 나타나며(이성재, 2000), 시각결함, 행동

장애등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Nam 등, 2013; 

Son 등, 2013) 자조활동, 가동성, 의사소통의 제

한과 함께 사회적인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신정

빈 등, 1988). 또한 뇌졸중 편마비 환자들은 근 

약화, 비정상적인 근 긴장과 움직임으로 운동조

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보행, 계단오르기와 같

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된다(김진호와 한륜태, 2003; Duncan, 1994). 

 균형은 자신의 지지기저면(base of support) 

안에 중력 중심(center of gravity)을 위치시키

는 능력을 말하며(Nashner, 1989), 다양한 환

경에서 감각계와 적절한 반응 시기를 결정하는 

중추신경계의 작용에 의해 신체 자세를 조절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근 골격계의 능력으로 

조절된다. 뇌졸중 환자의 부적절한 자세조절은 

비정상적인 근육 동원과 체중지지 불균형으로 

인해 근육 기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Corriveau 등, 2004; Li 등, 2007; Harburn 

등, 1995). 이로 인해, 뇌졸중 환자의 79~87%

가 체중지지의 불균형을 나타내는데, 이는 몸무

게의 25~43%이하로만 환측 하지에 체중지지

를 한다(Laufer 등, 2004). 이러한 불균형한 체

중지지는 비 칭적인 자세, 보행 시에 균형 능

력의 감소로 사지의 정교한 기능수행에 나쁜 영

향을 미치게 되며, 기립, 정중선, 공간에 한 

개념이 손상을 받는다. 또한 정위반응, 보호반

응, 평형반응을 어렵게 한다(Eggers, 1984). 만

성 뇌졸중 환자에게 체중이동, 균형조절 능력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Tangmen 등, 1990).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능적 수행정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 도구를 사용하거나 어

려운 동작을 포함한다(윤정애, 2011; Fleming 

등, 1995; Pedretti, 2006). 또한 개인이 독립적

인 생활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Sturm 등, 2002). 뇌졸중 환자의 약 75%가 

일상생활활동에 장애를 초래 하는데, 특히 장기

간의 비독립적인 일상생활로 인한 무력감, 우울

증을 가져오고 사회 부적응 양상을 보이게 되어 

결국 삶의 질을 저하 시킨다(김정화 등, 2006). 

따라서 뇌졸중 환자를 위한 포괄적인 재활치료는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능 상실 회복의 극 화, 일상생활활

동의 의존성 감소 등 가능한 한 발병전의 사회로 

복귀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삶의 질

을 증진 시키는 것까지를 재활치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박정미 등, 1987; 남명호 등,  1991; 

김원호 등, 2007; 이규리와 김근조, 1999). 이러

한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 동기 및 의지를 증진

시키기 위한 자기효능감 향상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으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능력을 어

떻게 판단하고 효능에 한 지각이 어떠한지가 

그들의 의지와 동기 그리고 행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박송자 등, 1997). Marks 등(2005)

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환자일수록 원하는 결과

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

다고 하였으며, 낮은 자기효능감은 뇌졸중 환자

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신윤희와 장희정, 1999). 선행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편마비환자들의 재활에 있어 자기효능

감의 증진은 그들의 균형감각, 운동기능, 및 보

행능력의 회복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승훈 등, 2002; 위정선 등, 2002). 

과제 지향적 훈련은 목표 지향적인 연습으로

서 일상적인 환경 내에서 기능적인 움직임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정한 기능적 과제를 제공하

는 것이다(Thielman 등, 2004). 과제 지향적 

훈련은 이러한 과제로 부여된 문제들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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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효과적으로 과제를 해결 하는 방식으로 과

제 지향적 훈련은 환자들의 움직임의 정상적인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는 것보다 기능

적 과제를 주어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학습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Carr & 

Shepherd, 2003).

2. 연구의 목적 

과제 지향적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될 

과제는 치료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

신이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은 환

자 자신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계별 훈련프

로그램은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환

자의 성취수준에 따라 쉬운 과제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과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훈련시킴으

로써 환자의 수준에 상응하는 운동강도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과제 지향적 접

근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정재훈, 2009, 

Duncan 등, 2003, Salbach 등, 2004)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환자 자신이 성취하기를 원

하는 일상생활 동작들을 과제로 구성된 단계별 

과제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예비연구에서는 뇌졸중 편마비 환

자에게 환자 자신이 원하는 과제로 구성된 과제 

지향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균형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C병

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 받고 입원 중인 4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였다. 상자의 선정조건은 

뇌졸중 진단 이후 6개월이 지난 환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지시하는 동작을 따라할 수 있

으며, 지팡이를 사용하여 10M 이상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자를 상으로 하였다. 정형외과

적 질환이 있거나, Modified Ashworth Scale

에서 경직정도가 2단계 이하인 자 즉, 수동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자는 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상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

하고 참여에 동의하였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 성별 나이 마비유형 보행
유형

실험군
1 남 66 Rt. hemi cane

2 남 43 Rt. hemi cane

대조군
1 남 52 Rt. hemi cane

2 남 73 Rt. hemi cane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측정방법

 

1) 측정도구 

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제 지향적 훈련프로그램의 과제 선정을 위하여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COPM은 작업수

행 평가도구로 자연환경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

는 작업수행 기술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타당도

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도구로 입증된 바 있고 

COPM은 자기관리, 생산성, 여가생활에 한 수

행도와 만족도에 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으로 

중요도에 따라 10점 척도를 부여하고, 이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다섯 가지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치료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Carpenter 등, 2001; Law 등, 1998; Pollock, 

1993). 본 연구에서 실험 전 상자들에게 스스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작업수행영역(자기관리, 생산

적인 활동, 여가활동) 중에서 어려움이 있는 과제

들을 파악하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 항목을 선정하였다. 

나. 균형능력의 평가 

상자들의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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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능력과 동적 균형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버그 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를 사용하

였다. 이 평가도구는 Berg 등(1995)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매일 일상생활에서 일반적

으로 수행되는 14개 항목의 기능적인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앉기, 서기, 자세 변화 3개의 영

역을 최소 0점에서 최고 4점을 적용하여 총 56

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다. 본래 이 도

구는 노인 뇌졸중 환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

어진 도구로서 회복의 민감한 측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측정도구는 검사자내 신뢰도 r=.99와 

검사자간 신뢰도 r=.98로 높은 신뢰도와 타당

도를 가진 도구이다(Berg 등, 1995).

다.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평가

 상자들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1965년 Barthel 등이 개발한 Barthel 

index를 Shah 등(1989)이 수정·보완한 Modified 

Barthel Index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동작을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도움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점수화 하고 있으며 총점은 100점이다. 

특히 다른 평가 도구에 비해 평가의 편리함, 높은 

정확성, 일관성, 민감도, 그리고 통계 처리의 용이

함 등으로 널리 사용되며 일상생활동작 자립도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기능 호전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 방법이다(유은영, 1997).

라. 자기효능감의 평가 

상자들의 자기효능감 평가를 위하여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Self-efficacy scale)를 이실(1998)이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최유리

(2009)가 수정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은 .86으로 

나타났다(이실, 1998).

2) 과제지향 훈련 프로그램

실험군에게 사용한 과제 지향적 훈련 프로그

램은 일상에서 흔히 수행하는 동작들을 과제로 

구성하였고 4주간, 주 4회, 회기당 30분, 회기

당 10분간 3회 훈련(과제 간  3분간 휴식)을 실

시하였다. 훈련프로그램에 사용된 과제는 연구

자가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COPM로 평

가한 결과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참여자들에게 

선정된 과제는 지팡이 없이 걷기, 실외 걷기, 계

단 오르기, 옷 갈아입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쉬운 과제에서 좀 더 어려운 과제로 4단계로 이

루어졌다(표 2). 조군에게는 근력 및 관절가

동범위 증진을 위한 운동과 매트 활동을 포함한 

기능훈련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재활치료를 4주

간, 주 4회, 회기당 30분을 적용하였다. 

과제 주차 단계별 과제

지팡이 없이
걷기

1주차 평행봉 안에서 체중지지 훈련
2주차 평행봉 밖에서 체중지지 훈련 
3주차 치료사 도움 받아 10m 걷기
4주차 치료사 도움 없이 10m 걷기

실외 걷기

1주차 지팡이 짚고 보도블록
(평평한 지면) 걷기

2주차 지팡이 짚고 흙에서 걷기

3주차 지팡이 및 난간 잡고 경사로(20도)
걷기

4주차 지팡이 짚고 장애물(인도턱, 
움풀패인 곳) 넘기

계단 오르기

1주차 낮은 계단(15cm) 한발 오르기. 
내리기

2주차 낮은 계단(15cm) 손잡이 잡고 
3칸 오르기, 내리기

3주차 낮은 계단(15cm) 손잡이 잡고 
5칸 오르기, 내리기

4주차 높은 계단(25cm) 손잡이 잡고 
3칸 오르기, 내리기

옷 갈아입기

1주차 옷 입는 순서 및 방법 설명, 치료사
최대 보조하여 시행

2주차 옷 입는 순서 및 방법 설명, 치료사
중등도 보조하여 시행

3주차 옷 입는 순서 및 방법 설명, 치료사
최소 보조하여 시행

4주차 스스로 옷 입기

표 2. 과제 지향 프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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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2명의 상자들에게 과

제 지향적 훈련 프로그램, 조군 2명의 상자

들에게 전통적 재활치료를 4주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균형 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및 자기효능감을 검사하기 위하여 

BBS, MBI, SE 등 동일한 측정도구로 동일한 

측정자에 의해서 훈련 전에 사전검사, 그리고 

훈련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의 훈련 전·후 

BBS, MBI 및 SES 점수로부터 훈련 전·후 변화

율을 계산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균형 능력의 변화

훈련 전·후 실험군과 조군의 BBS 점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3). 실험군 상자 1는 23

점에서 26점으로 13.0% 증가되었고, 실험군 상

자 2는 31점에서 34점으로 9.7% 증가되었다. 

반면에 조군 상자 1의 BBS 점수는 29점

에서 훈련 후 30점으로 3.4% 증가되었고, 조

군 상자 2는 훈련 전 34점에서 훈련 후 36점

으로 5.9% 증가되었다. 

 

BBS
(점)

실험군 대조군

대상자 1 대상자2 대상자1 대상자2

훈련 전 23 31 29 34

훈련 후 26 34 30 36

변화량 3 3 1 2

변화율
(%) 13 9.7 3.4 5.9

표 3. 훈련 전·후 균형 능력의 변화

2.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변화

훈련 전·후 실험군과 조군의 MBI 점수의 변

화는 다음과 같다(표 4). 실험군 상자 1은 51

점에서 56점으로 9.8% 증가되었고, 실험군 상

자 2는 60점에서 66점으로 10% 증가되었다. 

반면에 조군 상자 1의 MBI 점수는 53점

에서 훈련 후 58점으로 9.4% 증가되었고, 조

군 상자 2는 훈련 전 63점에서 훈련 후 66점

으로 4.8% 증가되었다. 

MBI
(점)

실험군 대조군 
대상자 1 대상자 2 대상자 1 대상자2

훈련 전 51 60 53 63
훈련 후 56 66 58 66
변화량 5 6 5 3
변화율

(%) 9.8 10 9.4 4.8

표 4. 훈련 전·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변화 

3. 자기효능감의 변화

훈련 전·후 실험군과 조군의 SES 점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5). SES 점수에서 실험

군 상자 1은 42점에서 52점으로 23.8% 증가

되었고, 실험군 상자 2는 58점에서 62점으로 

6.9% 증가되었다. 

반면에 조군 상자 1의 SES 점수는 58점

에서 훈련 후 59점으로 1.7% 증가되었고, 조

군 상자 2는 훈련 전 59점에서 훈련 후 60점

으로 1.7% 증가되었다. 

SE 실험군 대조군
(점) 대상자1 대상자 2 대상자 1 대상자 2

훈련 전 42 58 58 59

훈련 후 52 62 59 60

변화량 10 4 1 1

변화율
(%) 23.8 6.9 1.7 1.7

표 5. 훈련 전·후 자기효능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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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써 과제 지향적 훈련 프로그

램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 증가와 일상생활동작 수행능

력 및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군 2명에 하여 과제 지향적 훈련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고 조군 2명에 하여 전통적 재활치

료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조군의 

훈련 전, 후 BBS 점수의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9.7%(3점)와 13%(3점)의 증가를 보인 실험군 상

자들이 3.4%(1점)와 5.9%(2점)인 조군 상자들

보다 더 크게 증가되었다.  Minimal Detectable 

Change (MDC)는 측정에 의해 탐지될 수 있고 통계학

적으로 의미있는 최소한의 변화를 말하고(http:// 

www.rehabmeasures.org/rehabweb/rhstats. 

aspx), 또한 두 시점 간에 환자의 실제 변화를 나타내는 

오차 없는 최소한의 변화를 의미한다(http:// strokengine. 

ca/assess/definitions-en.html).

Flansbjer 등(2012)은 BBS 점수에서 만성 뇌

졸중 편마비 환자들에게 있어서 MDC는 4.13점

이라고 보고하였다. 

Leroux 등(2006)이 실험한 만성 뇌졸중 환

자의 과제 지향적 훈련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게 BBS 점수에서 48.3 ± 5.9점에서 

51.1 ± 5.1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김재

욱(2003)은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팔 뻗기 

과제 지향적 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4주간 주 5

회 실시하여, EquiTest Version 8.0.1을 통한 

전·후 균형을 측정한 결과, 훈련 전·후의 감각체

계 검사에서 동적 균형 검사 및 운동 조절 검사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일상생활동작과 균형능력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Nichols(1997)는 균형기

능은 보행, 옷 입기 동작,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

동작과도 상관이 있으며, 일상생활동작의 성공

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며

(Perry 등, 1995), Hsieh 등(2002)도 뇌졸중 

환자의 자세 조절과 일상생활동작 및 균형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훈련 전, 후 

MBI 점수의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9.8%와 

10%의 증가를 보인 실험군 상자들이 4.8%를 

증가율을 보인 조군 상자보다 더 큰 증가율

을 보였지만 조군 상자 1명은 실험군의 

상자와 유사하게 9.4%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습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의 과제와 유사한 형

태로 이루어진 과제지향적 활동(Carr와 

Sherpherd, 1987)은 기능적 수행력을 최 화하여 

뇌의 재조직화(이진희, 2002; Shepherd, 2001) 

및 뇌의 활성화(Jang 등, 2003)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MBI 항목 중 계단오르

기와 옷 입기 항목에서 두 명의 실험군 모두 증진

됨을 보였는데, 과제 지향적 훈련프로그램 안에 

‘계단 오르기’와 ‘옷 갈아입기’의 과제가 포함된 

것이 하나의 증진 요인으로 보여진다. 박선자와 

배선영(2012)은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과제 

지향적 활동을 12주간 주 5회 적용하였을 때,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ment(FIM)

을 사용하여 훈련 전·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

정한 결과, 훈련 전과 훈련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호성 등

(2011)은 일상생활동작과 관련된 과제 지향 프

로그램을 8주간 주 5회 적용하였을 때, FIM 척도

를 사용하여 전·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측정

한 결과 훈련 전·후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기능적인 과제를 통한 

중재는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증가시키며, 집

단 순환식 과제지향 훈련은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

활동작 수행능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현식, 2005; Cicerone 등, 2005). 

 마지막으로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균형, 일

상생활동작 수행능력에 비해 훈련 전·후 가장 

큰 변화율을 보였다.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6.9%와 23.8%의 증가를 보인 실험군 상자들

이 1.7%와 1.7%인 조군 상자들보다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제 지향적 훈련이 자기효능감에 더 효과적임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환자가 원하는 

과제로 훈련함으로써, 훈련의 동기부여 그리고 

목표의 성취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가져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지지

할 수 있는 연구로서 박선일과 조복희(2004)는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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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Pearson 상관

계수 r= .698(p= .000)로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Ⅴ. 결론

본 예비연구에서는 뇌졸중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과제 지향적 훈련 프로그램이 균형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과제 

지향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전통

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조군 두 집단에 하여 

균형능력은 BBS,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MBI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SES를 사용하여 훈

련 전·후를 평가하였다. 

실험군은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BBS 점수, 

MBI 점수, 자기효능감 점수가 증가되었고 훈련 

전·후 BBS 점수, MBI 점수, 자기효능감 점수의 

변화율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더 컸다. 즉,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실험군의 BBS 점수는 

평균 11.4%,  조군의 경우에는 평균 6.4% 증

가되었다.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실험군의 

MBI 점수는 평균 9.9%,  조군의 경우에는 평

균 7.1% 증가되었고, 자기효능감 점수에서는 

실험군의 경우에 평균 15.4%, 조군의 경우에

는 평균 1.7% 증가되었다. 

따라서 과제 지향 훈련이 균형, 일상생활 수

행동작, 자기효능감에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

다 많은 뇌졸중 편마비환자를 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환자 자신

이 원하는 점진적인 기능적 과제로 구성된 과제 

지향적 훈련프로그램은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균형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및 자기효능

감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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