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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용한 인지훈련이 아 성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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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용한 인지훈련이 인지 손상이 있는 아 성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 일

상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하 다. 인천에 소재한 I병원에 입원 인 14명의 아 성 뇌졸  환자들

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14명의 상자들은 실험군과 조군으로 7명씩 무작  배정되었다. 두 그룹의 상자들

은 모두 통 인 인지치료를 4주간 주 5회, 1일 30분의 재를 받았으며, 실험군은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

용한 인지훈련을 30분씩 추가 으로 실시하 다. 평가는 재 과 후에 한국  간이 정신상태 검사, 한국  몬트

리올 인지평가, 수정된 바델 지수, 시각 상사 척도를 사용하여 인지기능, 일상생활, 만족감을 측정하 다. 연구 결

과, 두 그룹은 재 과 후로 몬트리올 인지평가와 수정된 바델 지수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p<.05). 두 그룹 

간 변화량 비교에서 실험군은 조군보다 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p<.05). 두 그룹 간 만족감 

비교에서 실험군과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

용한 인지훈련은 아 성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에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재법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gnitive training using tablet pc applications on cognitive function, daily living, and satisfaction in 

subacute stroke patients. This study participated in fourteen subacute stroke inpatients, in I general hospital, at located in Incheon. All subjects assigned that 

randomized each seven patients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wo groups received to traditional cognitive therapy during half hour/day, 5 times per 

week, for 4 weeks.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additionally that cognitive training using tablet pc applications for 30 min/day. The outcome measures 

were the K-MMSE(: Korea-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oCA-K(: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s-Korea), MBI(: Modified Barthel Index), VAS(: 

Visual Analog Scale) for cognitive function, daily living, satisfaction. In results, Both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intervention in 

MoCA-K, MBI(p<.05). In comparison of change between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than control group in 

MoCA-K(p<.05). In comparison of satisfaction of two groups, both group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p>.05). we suggested that Cognitive training using 

tablet pc applications expected to positive effects the improvements of cognitive function in subacute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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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지장애(cognitive disorder)는 “뇌의 화학  물리

 변화로 인한 수의 인 움직임 장애와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정의된다[1]. 뇌졸  후 인지장애의 발병률

은 12~56%로 보고되었으며[2], 발병 후 약 33%는 인

지장애가 지속된다[3]. 이러한 인지장애는 주의력

(attention), 기억력(memory),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단(judgment) 등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문제를 가진 뇌졸  환자들은 일상생활과 사

회활동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4]. 그 기 때문에 뇌

졸  후 인지재활의 목표는 인지기능의 향상과 기능

 회복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기능 증진과 사회활동

의 참여(participation)라 할 수 있다[5]. 

인지재활은 일반 인 인지재활과 컴퓨터 기반의 인

지재활이 주로 용된다[6]. 일반 인 인지재활은 일

반  자극법, 행동 교정법, 기능  응법 등을 사용

하는 반면에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은 디지털 로

그램을 통해 집 , 기억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

는 훈련을 사용한다[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수의 

작업치료사들이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8]. 이러

한 인지재활 로그램은 시각  반응(visual reaction), 

시각  검색(visual scanning), 주의, 기억, 정보처리속

도, 문제해결능력 등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은 환자의 수 에 따라 

용이 가능하며, 난이도를 조   즉각 인 피드백

(feedback)을 받을 수 있는 이 이 있다[9]. 

뇌졸  후 인지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을 상으로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을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주었고 환자의 기능을 향상시켰다[10]. 

한, 뇌손상 후 인지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을 상으

로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을 시행하여 뇌손상 환자

의 인지기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 이처럼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에 한 연구들

은 뇌졸  환자의 주의기능, 기억기능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의 가장 큰 단

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이 있어 쉽

게 이용할 수 없다[12].

테블릿 pc(tablet pc)는 의료 역에서 질병의 진단 

 교육, 그리고 치료를 해 리 사용되고 있다[13]. 

테블릿 pc를 사용한 평가  재의 이 은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데[14], 휴

가 간편하여 장소와 시간을 약하여 사용할 수 있

다는 이다[15]. 최근에 보고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평가들로는 무릎 의 각도  보행분석(gait 

analysis)[16]  어깨의 가동범 (range of 

motion) 측정[17]에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테블

릿 pc를 활용한 재 연구들로는 상지 훈련 로그램

[18] 는 인지훈련 어 리 이션(application)을 개발

을 통한 훈련[19]  기존의 상용화된 인지훈련 어

리 이션[20]을 이용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이인선

(2014)은 만성 뇌졸  환자를 상으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의 인지훈련 로그램을 사용한 훈련을 통

하여 집 력과 기억력 향상을 보고하 다[19]. 최수지

(2015)는 집 력 훈련을 한 테블릿 pc의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만성 뇌졸  환자에게 용하 다. 

그 결과, 인지기능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 다. 이

듯 최근들어 테블릿 pc를 이용한 인지훈련 연구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20].

하지만 테블릿 pc 어 리 이션 기반의 인지훈련에 

한 선행 연구들은 상자가 1명인 사례연구(case 

study) 으며[19], 인지기능에 한 하 항목이 포함

된 일상생활 능력에 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20]. 

뿐만 아니라 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은 아 성 뇌졸

 환자들에게 테블릿 pc를 사용한 인지훈련에 한 

만족감 연구도 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

용한 인지훈련이 아 성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인천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작

업치료를 받는 14명의 아 성 뇌졸  환자를 상으

로 하 다. 상자들의 선정기 은 첫째, 뇌졸  발병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자, (2) 한국형 간이정신상

태 별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수가 18  이상 23  이하인 자, (3) 인

지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 다. 제외기 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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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this study

각한 언어, 시각, 청각장애가 있는 자로 하 다. 모든 

상자들은 본 실험에 한 차에 한 서면 동의를 

얻었으며, 충분한 설명을 하 다. 그리고 나서 연구 

참가에 한 자발 인 동의 후에 실험을 진행하 다. 

2.2 평가측정

(1) 한국  간이정신상태 검사 (K-MMSE)

한국  간이정신상태 검사는 Folstein 등(1975)이 

개발한 원본을 그 로 유지한 한국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사용하 다[21]. 평가 역은 시간에 한 지남

력(5 ), 장소에 한 지남력(5 ), 기억등록(3 ), 집

과 계산(5 ), 기억회상(3 ), 언어  시각구성(9 )

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는 총 이 30 이며, 등 은 

24  이상은 정상(normal), 18-23 은 경도(mild)의 

인지장애, 17  이하는 증(severe)의 인지장애로 분

류하 다. 한국  간이정신상태 검사의 검사자 간 신

뢰도는 0.96이었고, 검사-재검사 일치도는 0.86이다

[22].  

(2) 한국  몬트리올 인지평가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s-Korea : MoCA-K)

한국  몬트리올 인지평가는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하여 사용하 다. 몬트리올 인지평가는 경도인지장

애를 선별하고자 Nasreddine 등(2005)에 의해서 개발

되었으며[23], MoCA-K는 기존의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를 한국어 변역을 통하여 신뢰도 

 타당도 연구로 보완하 다. 이 도구는 시 공간/실

행력,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회상력, 지남력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고 수는 30 이고 23  이

상은 정상, 22  이하는 경도인지장애로 구분한다. 

MoCA-K의 타당도는 α=.81∼.84이다[24].

(3) 한국  수정된 바델 지수 (Koran Modified 

Barthel Index : K-MBI)

수정된 바델 지수는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

기 하여 사용하 다. 이 평가의 항목은 개인 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오르기, 옷 입기, 

변조 , 소변조 , 보행/의자차, 의자/침  이동으로 

총 10가지 역으로 구성 된다. 수는 일상생활의 독

립성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 부여된다.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에게 완 한 의존은 0 , 완 한 일상생활의 

독립 시 100 이다. 이 평가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95, 

평가자 내 신뢰도는 .89이다[25]. 

(4) 시각상사척도 (Visual Analog Scale : VAS)

시각상사척도는 상자들의 치료 만족감을 평가하

기 하여 사용하 다. 100 mm 수평선에서 0 mm는 

치료가  만족되지 않음, 100 mm는 치료가 매우 

만족함을 의미한다. 만족감의 수 에 따라 최소 0 에

서 최고 10 으로 채 하 다[26].

2.3 연구 차

선정기 에 부합하는 14명의 상자들을 선정하

다. 실험에 한 동의를 얻은 다음 치료 만족감 평가

를 제외한 기평가를 시행한 뒤, 실험군과 조군으

로 7명씩 무작  배정되었다. 모든 상자들은 통  

인지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4주동안 주 5회, 하루 30

분씩 수행하 다. 통  인지치료는 치료사와 환자가 

서로 면하여 수행하 다. 실험의 반 인 차는 

그림 1과 같다.

통  인지치료를 수행하기 하여 연필과 종이를 

통한 활동(pencil and paper activities)을 수행하 다. 

통  인지치료는 그림비교, 페그보드 활동(peg 

design), 종이 기, 퍼즐(puzzle), 미로찾기, 사물 분류

하기, 계산하기 등을 실시하 다. 인지치료를 한 도

구는 치료실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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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Brains

Cognition Trainer

Numbre Pop

그림 2. 인지훈련 어 리 이션
Fig. 2 Cognitive training application

표 1. 두 그룹 상자들의 일반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f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n=7)

Control group
(n=7)

p

Gender (men/women) 4 / 3 5 / 2 .577

Age (years)a 65.29 ± 7.93 66.42 ± 8.82 .949

Stroke type (infarct/hemorrhagic) 6 / 1 5 / 2 1.000

Hemiplegia side (right/left) 3 / 4 4 / 3 .593

Lesion Location (cortical/subcortical/mixed) 3 / 2 / 2 4 / 1 / 2 .788

Onset period (days)a 51.14 ± 10.62 52.29 ± 19.85 .607

Education level (middle/high/university) 2 / 3 / 2 2 / 4 / 1 .613
a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실험군은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용한 인지훈

련을 30분 더 추가 으로 수행하 다. 치료 동안 상

자들은 담당 작업치료사에 의해서 리ㆍ감독 하 고, 

담당 치료사는 상자들이 훈련에 집 할 수 있도록 

피드백  격려를 하 다. 사후 평가는 모든 훈련이 

끝난 후 실시하 으며, 치료 만족감은 사후 평가만 수

행하 다. 

2.4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인지훈련

본 연구에서 이용한 테블릿 pc는 Apple사 제품으로 

iPad Retina 4를 사용하 다. 이 기기는 가로, 세로 길

이가 14.8 mm x 19.8 mm 이며, 9.7 인치이다. 인지훈

련을 해 사용된 어 리 이션은 iPad App Store에

서 구매가 가능한 "Fit Brains", "Cognition Trainer", 

"Numbre Pop"를 사용하 다(그림 2). “Fit Brains”은 

기억(memory),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집 력

(attention), 언어(language), 반응 시간(reaction time), 

시각 인지(visual cognition) 6가지 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역마다 5개의 하 역으로 구성된다. 

한 각 여마다 난이도는 , , 고 으로 구

분되어 있다. “Cognition Trainer”는 기억, 집 , 반응

속도, 계산, 논리  사고(logical thinking) 등의 8개의 

역으로 구성된 인지훈련 과제이며, 난이도는 쉬움

(easy), 간(medium), 어려움(hard)로 구분된다. 

"Numbre Pop"은 가로, 세로 총 25개의 네모 안에 숫

자 1부터 순서 로 최 한 빠르게 클릭하는 집 력 

 기억 훈련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어 리

이션을 10분씩 무작  순서로 진행하 으며, 난이도

는 담당치료사가 환자의 특성에 맞게 조 하 다.

2.5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2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두 그룹 간 일반  특성과 재 , 두 그룹 간 변환

량 비교는 만 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두 그룹의 재 과 후의 

차이는 콕슨 부호 순 검정(Wilcoxon signed-ranks 

test)으로 분석하 다. 유의수 은 .05로 하 다.

콕슨 부호 순 검정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고(1)











 
                              (1)

만 휘트니 U 검정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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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그룹 내 재 과 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re and post-assessment within groups

Experimental group (n=7) Control group (n=7)

Pre Post
p

Pre Post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K-MMSE 22.14 ± 0.90 22.71 ± 1.38 .154 21.86 ± 1.46 22.43 ± 0.79 .518

MoCA-K 16.29 ± 3.35 21.14 ± 2.73 .018 17.14 ± 4.06 19.00 ± 3.83 .026

K-MBI 73.43 ± 8.20 84.14 ± 6.23 .018 72.71 ± 6.80 84.00 ± 7.28 .018

표 3. 그룹 간 변화량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change score between groups 

Experimental group (n=7) Control group (n=7)
p

Mean±SD Mean±SD

K-MMSE 0.57 ± 0.78 0.57 ± 1.90 .686

MoCA-K 4.86 ± 1.57 1.86 ± 1.57 .012

K-MBI 10.71 ± 5.31 11.29 ± 6.55 1.000

표 4. 그룹 간 치료 만족감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treatment satisfaction between groups 

Experimental group (n=7) Control group (n=7)
p

Mean±SD Mean±SD

Satisfaction (VAS) 8.29 ± 0.95 8.29 ± 1.11 .946

Ⅲ. 결과

재  두 그룹 간 일반  특성은 성별(p=.577), 

나이(p=.949), 뇌졸  유형(p=1.000), 손상측(p=.593), 

손상 치(p=.788), 발병기간(p=.607), 교육수 (p=.613)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재  간이정신

상태 검사, 몬트리올 인지평가, 수정된 바델 지수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2]. 실

험군은 재 과 후로 몬트리올 인지평가(p=.018), 수

정된 바델 지수(p=.018)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으며, 

간이정신상태 검사(p=.154)에서는 유의한 향상이 없었

다[표 2]. 조군도 재 과 후로 몬트리올 인지평

가(p=.026), 수정된 바델 지수(p=.018)에서 유의한 향

상을 보 으며, 간이정신상태 검사(p=.518)에서는 유의

한 향상이 없었다[표 2]. 두 그룹 변화량 비교에서 실

험군은 조군보다 몬트리올 인지평가(p=.012)에서 유

의한 향상을 보 다[표 3]. 두 그룹 간 상자들의 만

족감(p=.946)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Ⅳ. 고찰

이 의 테블릿 pc 어 리 이션 기반의 인지훈련 

연구들은 사례연구 으며[20], 뇌졸  환자의 인지기

능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19]. 한 인지재활을 

받는 아 성 뇌졸  환자들에게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의 만족감을 평가한 연구도 없었다. 이에 본 연구

는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용한 인지훈련이 아

성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만족감에 미

치는 효과를 알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실험군은 재 과 후로 몬트리올 인

지평가, 수정된 바델 지수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고 



JKIECS, vol. 12, no. 01, 219-228, 2017

224

간이정신상태 검사는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Westerberg 등(2007)은 인지장애가 있는 뇌졸  환자

에게 5주간의 컴퓨터 기반의 인지훈련을 추가 으로 

용하 다 그 결과, 통 인 인지치료만 실시한 

조군보다 인지기능  일상생활의 향상을 보고하 다

[27]. 이인선(2014)은 인지기능과 련된 어 리 이션 

로그램을 뇌졸  환자에게 실시한 결과, 훈련이 거

듭될수록 집 력과 기억력의 향상을 보고하 다[20]. 

본 연구에서도 4주간의 집 력  기억, 문제해결, 시

각 인지와 같은 인지훈련을 통하여 인지기능의 유의

한 향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집 력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유의한 향상에 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조군은 재 과 후로 몬트리올 인지평가, 수정

된 바델 지수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Lang 등

(2009)은 재 재활치료의 문제 은 재시간이 짧아 

뇌졸  후에 뇌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을 일으키

기에 부족하다고 하 다[28]. 인지 재에 한 선행연

구들은 추가 인 재를 실시하 을 때, 더 많은 기능

향상과 회복을 보고하 다[27,29]. 본 연구에서도 통

인 인지치료와 함께 추가 으로 인지 훈련을 실시

한 결과, 통  인지치료만 수행하 던 조군 보다 

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이는 

재 재활환경에서 수행되고 있는 인지재활에 한 

재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환자들을 한 치료시간의 증 가 필요함을 증명한 

결과이다.

실험군과 조군에서 재 과 후로 간이정신상태 

검사는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최수지(2015)는 

인지기능 하가 있는 40명의 뇌졸  환자를 상으

로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인지훈련을 수행한 결과, 

재 후 통 인 인지치료만 받았던 조군과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9].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간이정신상태 

검사가 반 인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로써 

임상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지만 뇌졸  환자의 인지

기능의 향상정도를 세부 으로 별하기에는 합한 

평가가 아닌 것으로 단된다.

두 그룹 간 변화량 비교에서 실험군은 조군보다 

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이는 

본 연구에서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인지

훈련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통 인 인지치료와 비

교하 을 때, 테블릿 pc를 사용한 인지훈련은 불필요

한 치료사의 개입을 여 환자 스스로가 훈련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정반응과 오반응에 한 즉각 인 피드

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지훈련에 한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3-15].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테블릿 pc를 이용한 인

지훈련의 이와 같은 장 이 실험군 상자의 인지기

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큰 변화를 유도한 것

으로 추측된다. 최수지(2015)는 40명의 뇌졸  환자에

게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용한 인지훈련을 수

행한 결과, 통  인지치료를 수행한 조군보다 

재 후에 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고

하 다[19].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수정된 바델 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테블릿 pc 어 리 이

션을 사용한 인지훈련은 일상생활에는 향상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Barker-Collo 등

(2009)은 78명의 뇌졸  후 집 력 장애가 있는 상

자에게 집 력 훈련을 실시하여 보편 인 어

(standard care)만 받은 조군과 비교하여 일상생활

의 향상을 보고하 다[29]. 본 연구와 후자의 연구자 

차이를 보 던 이유는 일상생활 평가도구의 차이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정된 바델 지수는 임

상에서 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의 독립수 에 한 평가이다. 그러나 Barker-Collo 

등(2009)의 연구에서 시행한 평가는 일상생활  인

지기능과 련된 다양한 평가들을 실시하 다[29].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상자들의 인지훈련이 일상

생활에 향을 미치는 지를 별하기 해서는 인지

역을 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사용해

야 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의 인지치료에 한 만족감 비교에

서는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용한 인지훈련과 

통  인지치료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 두 치료 사이의 만족감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실험 진행 동안에 본 자들 경험은 

비교  은 상자들이 테블릿 pc를 이용한 인지훈

련에 해서 매우 정 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본 연

구에서는 참가한 상자들의 수가 한정 이었기 때문

에 추가 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 으나 추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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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테

블릿 pc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인지훈련은 병실이나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경제 이기 

때문에 인지손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에게 추천되기를 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상자의 수가 었기 

때문에 모든 뇌졸  환자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에는 보다 많은 상자들을 모집하여 치료

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치료효

과의 지속정도를 평가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치료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본 연구에서는 반 인 

인지기능 평가와 일상생활평가를 간이정신상태 검사

와 수정된 바델 지수로 수행하여 집 력  기억력 

훈련에 따른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간이정신상태 검사와 수정된 바

델 지수는 임상에서 부분 사용하고 있는 평가도구

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인지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의 

세부 인 향상 정도를 별하기 해서는 의 두 평

가는 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용한 인지

훈련이 아 성 뇌졸  환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만

족감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하 다. 그 결과, 테블

릿 pc를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인지훈련이 통 인 

인지치료만 수행한 조군보다 인지기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테블릿 pc 

어 리 이션을 사용한 인지훈련은 아 성 뇌졸  환

자의 인지기능 향상에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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