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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이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증진에 효과

인 방법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뇌졸 으로 인해 편마비 진단을 받은 7명의 환자를 상으로, 병원에

서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을 일주일에 3회씩 2주간 실시하 다. 재 후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은 로웬스타인 작업치료인지평가(Loe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 

LOTCA)와 기능  독립 평가(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로 측정하 다. 연구 결과, 지도를 

사용하여 길 찾기 훈련에 참여한 상자에게서 인지요소의 하  역  시지각 역과 공간지각 역의 

공간 계 항목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5). 한, 일상생활동작의 하  역  이동하

기 역의 걷기/의자차타기 항목, 사회 인지 역의 문제해결능력 항목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5).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증진에 

있어서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의 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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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way-finding exercise using 

a map in rehabilitation of cognitive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patients with a stroke. 

For the seven patients diagnosed with hemiplegia from a stroke, we executed the way-finding 

exercise using a map in the hospital, three times a week for two weeks. Loe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LOTCA) and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were used to measure the cognitive function and performan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For the visual perception area and the spatial relations of the spatial 

perception area of LOTCA,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before intervention(p<.05). For 

the walk/wheelchair of locomotion area and the problem solving of the social cognition area of 

FIM,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before intervention(p<.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 way-finding exercise for patients with a stroke is a useful therapeutic approach by 

enhancing cognitive function and performan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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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졸 으로 인한 임상  증상은 일반 으로 운동장

애, 인지  지각과 감각장애, 시각결손 등이다[1][2]. 이 

 인지기능은 뇌의 여러 역이 여하고 있어 다수의 

뇌졸  환자에게서 이 부분의 손상으로 인지기능장애

가 나타난다[3][4]. 인지기능은 일반 으로 자신과 주  

환경에 한 정보의 입수, 처리, 장  검색 등에 여

하는 범 한 지  능력을 지칭한다[5]. 인지기능장애

는 기억력, 주의력  공간지각 능력의 하를 일으켜 

독립 인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

요한 요소가 된다[2]. 특히 우뇌 손상 환자에게서 공간 

학습과 길 찾기 능력의 하가 보이며, 이와 련된 지

형학  지남력 장애가 있다고 보고되었다[6]. 한편, 공

간지각의 장애 정도는 뇌졸 의 기능회복을 측하는 

요한 인자가 되기도 한다[7].

일상생활동작이란 먹기, 입기, 소변 처리, 기능  

운동능력, 지역사회 이동, 기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자기 리 능력을 말한다[30]. 뇌손상으로 인하여 공간 

지남력의 손상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로 신경

계 손상환자에게 일상생활동작에서의 독립성과 삶의 

질이 감소할 수 있다[9]. 

뇌손상과 길 찾기에 련된 여러 연구에서 뇌손상 

후 증상으로 지형에 한 방향감각 소실이 있다고 하

다[10-12]. 이러한 결과는 길을 찾아 목표지 으로 이

동하는 능력에 향을  수 있는데, 길 찾기와 같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하는 신체활동에는 두가

지 응 즉, 신체 심(body-centered)과 환경 심

(world-centerd) 감각의 응과 공간에 한 내재  지

형화가 필요하다고 하 다[13][14]. 한 길 찾기는 인

지 기능  시지각, 공간지각, 지도읽기 등의 능력을 포

함한다고 하 다[15]. 

여러 연구자들은 재활치료 에 실제 길 찾기와 같은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간지각능력  단순한 자

극-반응 형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의 

연구에 제한 이 있다고 하 다[16][17]. 지도활용능력

은 공간지각을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요한 요인임에도 기존 척도에서 다 지지 않아 길 찾기 

수행이 인지  요소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 다[18].   

인지 기능과 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길 찾기 훈련

이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가 보고되었다. 섬유근육통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통증에 의해 해마가 

손상되어 기억력과 공간지각력, 통증지각, 추스트

스 반응에 변화가 있었지만, 이런 환자를 상으로 가

상 길 찾기 훈련을 한 결과 공간감각의 개선 효과가 있

었다고 하 다[19]. 해마와 두엽손상이 있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 역시 인지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어 공간지

각, 길 찾기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환자에게 가상

환경 길 찾기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인지  지도화 능력

이 향상되었다고 하 다[20]. 한 연구에서는 가상 길 찾

기 훈련 후 실제 환경에서도 길 찾기 능력이 향상되었

다고 하 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상학습이 실제 환

경으로 수행이 쉽게 이 될 수 있다고 하 다[21]. 

그러나 연구자들은 가상 길 찾기 훈련은 특성상 매일 

훈련해야 하며, 2주내지 3주 이상 훈련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하 으나, 경제  문제로 훈련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 다[22][23]. 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가상 실 길 찾기 훈련은 구두지시가 있는 수동  가상

환경 길 찾기 훈련으로, 공간지남력에 문제가 있는 신

경학  손상환자에게는 훈련시간의 정성[23]의 문제

와, 실제 몸을 사용한 이동보다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훈련의 수동  요소가 강한 

[24]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가상 실 훈련은 실제 

환경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외부의 자극에 의한 훈련의 

주의분산 등의 방해를 받지 않지만[22], 이러한 장 은 

실 응과는 다른 요소로 작용하여 실세계의 길 찾

기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의 결여로 일반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5].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 환경에서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은 한 련이 있

고, 이것은 인지 기능이 뇌졸  환자의 기능회복의 주

요 인자라는 것과 연결된다[8]. 운동기능의 회복이 가능

한 환자에서도 인지기능의 손상은 재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며, 일상생활동작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

에서 장애를 래하게 된다[26].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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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뇌손상 환자들의 신체  재활에 주로 집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재활 로그램의 개발이나 용은 부

족한 편이다[27]. 인지재활과 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컴퓨터 기반 가상환경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경도인

지장애환자의 길 찾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오

히려 이것은 인지  특징에만 을 맞추었기 때문에 

길 찾기 행동에  다른 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움직

임 기능  과정이 제외된 것이 한계 이라고 하 다[28].

실질  목표가 있는 과제 지향  치료는 뇌졸  환자

들에게 기능  과제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을 능동 으

로 시도하는 근법으로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동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29]. 과제 지향

 활동과 통  인지 재활의 재 결과를 비교한 연

구에서, 과제 지향  활동이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에 더 큰 향을 주었다고 하 다[30]. 과제 지향 인 

방법으로, 지도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유도한 길 찾기

와 탐색을 재로 사용한 연구에서는, 결과 으로 공간

 능력의 향상을 보 다고 하 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상 실에서의 길 찾

기 훈련의 한계 을 보완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보다 과

제 지향 인 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향을  수 있는 재 방

법으로 지도를 사용한 길 찾기 훈련을 사용하 다. 이

것이 뇌졸  환자의 인지요소  시지각, 공간지각, 시

각운동 조직 역과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산

시에 거주하는 뇌졸 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은 7

명을 상으로 하 다. 선택된 기 으로는 청력장애와 

시력장애가 없는 자, 10ⅿ 이상 독립보행이 가능한 자, 

발병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연구자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수 이 있는 자가 포함 되었으며, 배

재된 기 으로는 편측무시가 있는 자, 한국  간이 정

신상태 별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Korean version, MMSE-K) 수가 24  미만인 자, 다

른 실험연구에 참여 인 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MMSE-K는 임상에서 간편하게 인지수 을 평가하는 

도구로 리 사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가 총 30  만

에 24  이상은 정상, 20-23 은 치매의심, 19  이하는 

확실한 치매로 정되며, 검사-재검사간 신뢰도는 0.88

이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0.99이다[48]. 실험에 참여하기 

 모든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해 충

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실험을 진행하 다.

2. 평가도구 및 방법
상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평가는 실험 ·

후 1회씩, 총 2회 측정하 다. 평가는 외부 환경과 차단

된 장소에서 실시하 으며, 인지기능의 평가는 2회로 

나 어 환자의 집 력을 유지하 다. 인지기능의 평가

는 로웬스타인 작업치료 인지평가(Loe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 

LOTCA)를 이용하 고, 일상생활동작 수행 평가는 기

능  독립 평가(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를 이용하 다.

2.1 인지기능 평가(LOTCA)
LOTCA는 1974년 이스라엘의 로웬스타인 재활병원

에서 개발된 인지기능 평가 도구로 미국 등의 여러 나

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LOTCA는 지남력, 시

지각, 공간지각, 운동실행, 시각운동 조직력, 사고조직

력의 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역에 한 하

검사는 지남력 2개, 시지각 4개, 공간지각 3개, 운동실

행 3개, 시각운동 조직력 7개, 사고 조직력 7개로 모두 

26개 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검사항목은 

최소 1 에서 최  4 (지남력 항목은 외이며, 최소 

1 에서 최  8 )까지 수화된다. 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32]. 

재 ·후 상자의 인지기능의 변화를 비교하기 

해 측정하 고, 길 찾기가 인지기능 에서 특히 시지

각, 공간지각, 지도읽기 능력과 련이 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15] 총 26개 하  항목  시지각, 공간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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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운동 조직력의 14개 항목을 측정하 다. 검사자간 

신뢰도는 .82∼.97이다. 검사 도구에 한 신뢰도는 .89

이다[32].

2.2 일상생활동작 수행 평가(FIM)
FIM은 Cotter 등(1990)이 개발한 일상생활동작 평가

도구로 각 항목은 신변처리동작 8개, 가동능력 5개, 의

사소통  인지능력 5개로 총 1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기 은 독립 인 수행인 7 부터 완 의존 

수행인 1 까지 도움 정도에 따라 7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33]. 

재 ·후 상자의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성을 비교

하기 해 측정하 고, 길 찾기와 련성이 있는 옮겨

앉기, 이동하기 역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항목을 

측정하 다. 검사자간 신뢰도는 α = .95이고, 운동 역

은 α = .77, 인지 역은 α = .83이다[34]. 

3. 실험방법
실험은 서산시 소재의 H 학병원 2층에서 진행되었

으며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용한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은 

선행 연구에서 학생을 상으로 학교 내에서 실험한 

지도 과제 수행을 응용, 수정하여 용하 다[31]. 훈련

은 1주일에 3회씩, 2주간 실시하 다. 지도는 H 학병

원의 2층을 1:200의 비율로 축소한 평면도를 실측하여 

1:100의 비율로 확 하고 상자가 알아보기 쉽게 수정

하여 사용하 으며, 지도 에는 무작 로 선정된 장소

에 1∼6까지의 숫자를 었다. 선정되지 않은 임의의 

장소에 자신의 치를 탐색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치  단서를 제공하 다. 시작장소는 상자가 3개의 

입구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 화 하 다. 실험시작과 

동시에 지도를 상자에게 주고 30  동안 자신의 치

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 다. 30  후에 자신이 치한 

장소를 지도 에 표시하게 한 뒤 1∼6까지의 숫자가 

있는 종이를 뽑도록 하 다. 지도에 표시된 숫자의 

장소로 이동하고 다음 종이를 뽑아 단일 과제를 수행하

게 하여 기억력이나 순서화능력 등을 배제하고 진행되

었다. 과제 수행도  주변에 있는 임의의 물체 치와 

재 자신의 치를 지도상에 표시하도록 하 다. 1분 

이상 한 지 에 머물러 있을 경우 한 구두의 단서

를 제공하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결과에 한 자료분석은 도용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상자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길 찾

기 활동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한 재 ·후

의 비교는 비모수 통계방법인 콕슨 부호 순  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시행하 다. 통계학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유의수  α는 .05로 하 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는 편마비 진단을 받은 뇌졸  환자 7명

(남자 2명, 여자 5명)으로 하 다. 연구 상자는 좌측 

편마비 5명, 우측 편마비 2명으로, 평균 나이는 63세, 신

장은 160㎝, 체 은 53㎏이었다. 발병기간은 평균 3.3년

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

편측 
좌/우

남/여 나이(세) 신장(cm) 체 (kg)
발병기간
(년)

5/2  2/5 63.0±7.0a 159.6±6.0a 52.9±8.0a 3.3±1.0a

a;평균±표준편차

2.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 전·후의 인지기
능 변화
상자의 인지기능은 훈련  31.86 에서 훈련 후 

37.57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항목별로는 시지각 

역의 물체인식, 도형인식, 겹쳐진 그림, 물체항상성 

항목, 공간지각 역의 공간 계 항목이 유의하게 증가

하 다(p<.05). 반면, 공간지각 역의 자기의 신체방향

성 항목과 그림에서 공간 계 항목, 그리고 시각 운동 

조직력 역의 항목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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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표 2].

역 항목

훈련 훈련 후

Z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시지각
물체인식 3.00±0.58 3.86±0.38 -2.121*

도형인식 3.29±0.76 3.86±0.38 -2.000*

겹쳐진 그림 2.71±0.76 3.29±0.49 -2.000*

물체항상성 2.43±0.53 3.14±0.69 -2.236*

공간
지각

자신의 신체방향성 2.71±0.49 3.14±0.38 -1.732
공간관계 2.29±0.49 3.29±0.49 -2.333*

그림에서 공간관계 2.57±0.53 2.71±0.49 -.577

시각
운동
조직력

도형복사 2.14±0.38 2.57±0.53 -1.732
이차원구성 1.71±0.49 2.00±0.58 -1.414

패그보드 구성 2.00±0.58 2.00±0.82   .000
색깔 블록 디자인 1.86±0.90 1.71±0.95 -.577
단색블록 디자인 1.43±0.53 1.71±0.76 -1.000
퍼즐 재구성 1.57±0.79 2.29±0.49 -1.890
시계 그리기 2.14±0.38 2.00±0.58 -.577

총점 31.86±4.74 37.57±4.20 -2.371*

*p<.05

표 2. 훈련 전․후 인지기능변화 비교[LOTCA]

3.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 전·후의 일상생활 
동작 변화
일상생활동작의 총 은 훈련  32.57 보다 후에 

35.57 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걷기/의자차 타기 

항목, 사회 인지 역의 문제해결능력 항목에서 유의

한 향상이 있었다(p<.05). 반면, 옮겨앉기 역의 모든 

항목과 이동하기 역의 계단 오르고 내리기 항목, 의

사소통 역의 이해력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표 3].

영역 항목
훈련 전 훈련 후

Z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옮겨
앉기

침대, 의자 4.43±0.53 4.86±0.38 -1.732
변기 4.57±0.53 4.71±0.49 -1.000 
욕조 4.43±0.53 4.86±0.38 -1.732

이동
하기

걷기/의자차 3.43±0.79 4.57±0.53 -2.530*

계간오르고 
내리기 5.29±0.49 5.43±0.53 -1.000

의사
소통 이해력 5.57±0.53 5.71±0.49 -1.000
사회적
인지 문제해결능력 4.86±0.69 5.43±0.53 -2.000*

총점 32.57±2.82 35.57±1.81 -2.384*

*p<.05

표 3.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 전․후의 일상생활동작 변
화[FIM]          

Ⅳ. 고찰

본 연구는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이 뇌졸  환

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증진에 효과

인 방법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길 찾기 훈련이 기억, 시지각, 공간지각, 지도읽기 등의 

능력을 포함한다는 결과에 따라 상자의 인지 기능은 

LOTCA의 6개 역  시지각, 공간지각, 시각운동조

직 3개 역의 14 항목에 한 평가로 이루어졌다[15]. 

길 찾기 활동은 단일인지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

을 포함하며, 그 과정은 구분된 뇌 역의 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35]. 특히 경로에 한 지식의 습득인 학습, 

경로에 한 선행 지식의 회상인 기억력, 이정표와 주

변에 한 탐지인 시지각, 경로를 따라 한 지 으로부

터 방향을 택하는 것을 결정하는 공간지각 등의 인지  

요소를 요구한다[15]. 이와 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는 길 찾기 과정에서 지도의 단서를 이용하여 주변 사

물을 인식하고 조직화하여 재해석하는 과정인 시지각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 다.

공간  략의 사용은 해마의 활성과 련이 있는데

[36-38], 오른쪽 해마가 공간의 환경 심  묘사를 제

공하기 때문에 길 찾기에 특히 요한 구조이다[39]. 해

마에서 제공한 공간의 환경 심  묘사를 통해 작은 

단 의 목표지 을 인지하게 되는데 길 찾기는 이러한 

목표지 이 연속 으로 등장하며 각 지 마다 한 

단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능력과 깊이 연 된다

[40].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보인 

인지기능의 향상은 길 찾기 활동  연속 인 의사 결

정의 과정을 수행하기 하여 끊임없이 주변 환경으로

부터 정보를 획득, 해석하고 반응하며 그 과정에서 시

행착오를 거쳐 기억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

써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총 7명의 상자  5명이 우반구 손상으로 

인한 뇌졸  진단을 받은 환자 고 이것이 결과에 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반구 손상 환자들은 

신체도식(body schema) 문제, 공간 내 사물의 치 인

식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41]. 이러한 장애는 본 연구 

결과에서 공간지각 역의 신체 방향성과 그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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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계 항목에 해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못하는 원

인으로 설명 될 수 있다. 한, 우반구 손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에는 도형  계 즉, 형태를 구

성하는 부분들의 공간 계를 지각하는 능력과 선의 방

향이나 각도를 단하는 능력, 그리고 사물을 조작하거

나 만져서 사물들로 하여  특정 공간 계를 가지게 

하는 능력 등에 장애 등이 있는데[41], 시각운동조직력 

역 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에서 언 한 장애들에 해 본 연구에서의 길 찾기 과

제가 직 인 재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

다. 반면에, 공간 계 항목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

은 공간  략의 사용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는 과정에

서 상자와 주변 환경의 치 계를 확인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이 공간 계능력의 향상을 가

져왔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상자의 일상생활동작 평가는 FIM을 통해 이루어

졌다. 인지기능의 향상과 함께 이동에 한 안정성 역

시 증진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 계(spatial 

relations)는 다른 사물과의 계에서 자기를 알아차리

는 능력으로, 이 능력의 손상이 있을 때 이동과 보행에

서 불안정이 야기 될 수 있고, 지형지남력(topographic 

orientation)은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자신

의 이동경로를 아는 능력으로, 이 기능의 손상 시 이동

의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4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길 찾기 과정이 시지각과 공간인지 요소에 향

을 주어 보행능력과 이동경로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옮겨앉기 같은 수행에 

한 재는 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에서의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지기능의 손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하를 

래한다[43]. 그만큼 인지기능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한 련을 보인다[44]. 기존 연구에서는 뇌졸  환

자를 상으로 인지기능의 이 훈련을 실시한 결과 

FIM의 18개 항목  항문 조  항목과 침 , 의자로 옮

겨앉기 항목을 제외한 항목의 ·후 수가 통계학 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하 다[45]. 인지  지각기

능 장애의 단면들을 섬세하게 이해하게 되면 일상생활

동작 수행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따라서 더 효율 인 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 다

[46]. 이는 인지기능 향상이 자가 략 수립을 통해 일

상생활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이 향상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회복을 2년 동안 추  찰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지속 으로 시공간감각과 

시각구성능력의 향상이 있었고 특히 2차원과 3차원  

그림의 구성뿐 아니라 좌우 감각도 개선되었다고 보고

되었다[47].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일상생활동작에 있

어 인지  요소의 요성을 설명하고 인지기능 향상을 

해 용되었던 기존의 인지재활 로그램과는 차별

으로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를 과제로 용하여 상

자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 다는데 있다. 한 지도를 읽고 이용할 수 있는 능

력과 표지물이나 방향에 한 단서들을 잘 포착하는 공

간지각력, 그리고 경로  장소를 인식하고 방향을 감

지하는 능력을 반복 으로 훈련하며, 이 능력들이 일상

생활동작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상자의 수가 어 일반

화에 제한이 있으며 조군의 부재로 길 찾기 훈련만의 

효과로 인지기능의 향상이 나타났다고 단정 짓기 어렵

다는 것이다. 향후 재활치료분야의 연구에서는 조군

과 가상 실을 이용한 길 찾기와 실제 길 찾기를 비교

하는 연구와 인지능력, 학습능력 등의 련된 범주의 

통합 이고 체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편마비 진단을 받은 뇌졸  환자 7명을 

상으로 지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이 인지기능과 일상

생활동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연구해 보

았다. 연구결과, 상자에게서 인지요소의 하  역  

시지각 역의 물체인식, 도형인식, 겹쳐진 그림, 물체

항상성 항목과 공간지각 역의 공간 계 항목에서 통

계학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5). 한, 일상생

활동작의 하  역  이동하기 역의 걷기/의자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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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항목, 사회 인지 역의 문제해결능력 항목에서 통

계학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5).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증진에 있어서 지

도를 이용한 길 찾기 훈련의 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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