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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imed at determining the effect of computer 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on visual perception
and cognition in early stroke patient. Methods Twenty early stroke patients were participated voluntarily and were
assigned randomly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computer
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RehaCom program) training (20min) and conventional occupational therapy (20min), but
participants in the control group received conventional occupational therapy(40min). Both group received training for three
times per week for six weeks. Before and after 6weeks of intervention, an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MVPT), Line
Bisection Test(LBT), Mini Mental State ExamKorean (MMSEK) were performed and results were analyzed. Results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mproved more significantly after 6 weeks after treatment in MVPT, LBT,
MMSEK(p<.05). However, experimental group was more effective than control group in increasing the MVPT, MMSEK
(p<.05) and decreasing LBT(p<.05).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computer 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RehaCom
program) training may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visual perception function in the early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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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은 뇌로 공급되는 뇌혈관의 출혈과 폐색으로 신체 전반
1)
에 걸쳐 장애가 생기는 질병이다. 뇌졸중 환자는 운동장애,
인지 및 시지각 장애, 언어장애, 감각장애 등의 신경학적 손상
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제한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참
2)
여 제한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수반한다. 이 중 시지각
장애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75%에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
으로 두정엽이나 후두엽의 피질부위나 중뇌영역 손상으로부터
3)
기인한다. 시지각 장애는 인간의 균형 능력을 저하시켜 독립
적인 보행능력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새로운 행동에
대한 학습능력에 지장을 주며, 마비측에서 유입되는 구심성 감
3,4)
각자극에 반응하고 집중하는데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

서 뇌졸중 환자에서 나타나는 인지 및 시지각 장애는 전반적인
재활치료과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활초기부터 적절한 치료
5)
와 관리가 필요하다. 시지각 능력은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적
절히 적응하고 반응하기 위해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온 시각적
기초자료가 뇌의 다른 영역과 통합되고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인지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추신경계의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6)
말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치료적 접근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시지각 훈련 프
7,8)
로그램을 적용한 훈련, 일상생활동작 반복훈련프로그램을 이
9)
10,11)
용한 방법, 신경인지재활치료를 이용한 방법
은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들의 시지각 기능 향상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중재 방법들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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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인지 재활프로그램이 보급화 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직
업전 활용단계(prevocational application)에서부터 환경을
통제하거나, 시각, 지각, 인지 분야의 재활치료 등까지 그 사용
12)
분야가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컴퓨터보조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시각적 정보처리모델(information processing
model)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
적 정보를 조직화하고 처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지기능과
같은 정보를 통합할 수 있게 하여 시각적 학습에 기초를 두고
13)
있다. 현재 국내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인지 재활프로그램으로는 레하컴(Rehacom)이 대표적
이며, 특징으로는 환자의 인지 상태에 맞게 개별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치료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개별 학습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14)
15)
있다. 조영남 등 은 뇌졸중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전산화
인지재활프로그램(Rehacom)훈련을 추가로 시행한 실험군이
일반적 재활치료만 시행한 대조군 보다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
16)
고 보고하였다. 정재훈 등 은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에만 추가적으로 전산화인지 재활프로그램(Rehacom)
훈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에서만 지연회상과 관리기능지수가
유의한 향상을 보여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방법으로서 효
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프로
그램이 시지각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컴
퓨터보조 인지재활 프로그램(Rehacom)을 적용한 후 시지각
기능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4년 2월 1일 ~ 6월 30일까지 전북 익산에 소재
하는 W병원 재활의학과에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진단 받
은 후 입원하여 포괄적인 작업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 중 발
병한 지 1개월 이내인 자, MMSE 평가 결과 18점 이상이거나
24점 미만인 자 중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안과 질환으로 시력에 결함이 없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동의한 환자 22명을 선정하였다
(Table 1).
2. 측정 도구
(1) 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비운동성 시지각 검사(MVPT)는 운동능력을 포함하지 않는 검
사도구로 판별, 진단, 연구를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모두 36문
항으로 총 점수는 36점이며, 하위항목은 5가지 항목으로 시각
구별(Visual Discrimination) 8문항, 전경 배경(Figure
Ground) 5문항, 시각 기억(Visual Memory) 8문항, 시각적 폐
쇄(Visual Closure) 11문항, 공간 관계(Spatial Relationship)
4문항으로 구별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대상자에게 제시된 보기
에 따라 A, B, C, D 중 정답으로 생각되는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정답에 상관없이 선택한 답을 반응 점수라 하였
고, 대상자가 A와 B를 선택한 경우를 좌측 반응(left response)
점수로, C와 D를 선택한 경우를 우측 반응(right response)
점수로 인정하였다. Bouska 와 Kwantny의17) 방법에 따라 우
측 반응은 15점을, 좌측 반응은 21점을 정상으로 보았다. 대상
자가 정확한 정답을 선택하였을 경우 이 점수를 원점수(raw
score)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MVPT는 아동과 성인 모
두에서 전체 시지각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높은 신뢰
도(γ=.81)와 타당도를 보이는 표준화된 도구이다.18)
(2) Line Bisection Test

선 나누기 검사(LBT)는 가로 28cm, 세로 21.5cm 용지에 다
양한 길이의 20개의 선을 무작위로 6개씩 배열하고 대는 각
선의 중앙지점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검사용지는 대상자의 중
앙에 위치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점수는 각 선의 실제 중앙
점과 대상자 표시한 중앙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뒤 그 값을
더하고 선의 개수를 나누어 구하였다. 이 검사법은 검사자 간
신뢰도가 0.82로 신뢰도가 높은 검사법이다.19)
(3) Mini Mental State Exam-Korean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K)는 한국판으로 번역되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units)

Experimental group (n=10)

Control group (n=10)

6(60.0)/4(40.0)

4(40.0)/6(60.0)

62.73±6.92

65.60±7.63

8 (80.0)/2(20.0)

9(90.0)/1(10.0)

Onset duration (week)

36.60±8.35

45.87±8.20

MMSE(score)

20.07±1.58

20.73±1.71

Gender male(%) female(%)
Age(year)
Affected side Lef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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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되었고, 신뢰도와 진단적 타당도가 높아 치매 노인의 진
단 뿐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의 유무를 판단하는데도 널리 사용
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과제 수행에 필
요한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 치료에 따른 인지기능의 초전 유무
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MMSE-K의 하위항목으로는 지
남력(10점), 기억 등록(3점), 기억 회상(3점), 주의 집중 및 계
산(5점), 언어 기능(7점), 이해 및 판단(2점) 등으로 각 점수는
1점씩으로 하여, 총 6개의 범주의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검사결과는 총 점수는 30점 이다. 점수는 교육 유무에 따
른 교정점수로 환산하였고, 24점 이상을 ‘확정적 정상’, 19점
이하를 ‘확정적 치매’, 그리고 20~23점 사이를 ‘치매 의심’로
20)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시야 훈련(visual field training), 시각-운동 협응력 훈련
(visuo-motor abilities), 작업 훈련(occupational training)
을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사용된 프로그램은 위치 기억력(MEMO), 그림 기억력
(BILD), 탐색능력(EXPL), 공간적 조작능력(RAUM)으로 총 4
개의 프로그램을 각 5분씩 적용하여 총 20분 실시하였다. 난이
도는 환자의 수준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되며 결과치는 컴퓨터
에 저장되고 처리되어 치료의 연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일반적인 작업치료는 임상 5년차 이상의 치료사로 구성되
어 시행하였으며 일상생활동작 훈련, 상지 훈련, 근력강화, 관
절운동 및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작업치료를 시행
하였다(Table 2).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모든 대상자는 카드 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연구군과
대조군을 각 11명씩 나누었다. 실험기간 중 연구군 1명과 대조
군 1명이 탈락되어 최종적으로 20명이 실험에 끝까지 참여하
고 평가를 시행하였다. 연구군에는 일반적 작업치료(20분)와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20분) 총40분을 시행 하였고, 대조군
에는 일반적 작업(40분)치료를 주3회 6주간 총 18회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프로그램인
RehaCom (HASOMED, Germany)은 1986년 독일에서 개
발된 컴퓨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인지기능의 향상을 목적으
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국내에서 한글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적인 인지훈련과 특수한 영역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수준의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부적인 훈련 프로그램
을 보면 주의력 훈련(attention training), 기억력 훈련
(memory training), 관리기능 훈련(executive functions),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윈도우용 SPSS ver. 19.0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분석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각 측정 항목
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Pearson 카이제곱과 독립표본 t 검정 방법을 사
용하였다. 중재 전․후 결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고, 두 군 간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실험군 10명, 대조군
10명이다. 실험군은 6남자, 여자 4명이며, 손상측은 왼쪽 8명,

Table 2. Training program for RehaCom and general occupational therapy
Group

Training program

Contents
a

RehaCom

MEMO
BILDb
EXPLc
RAUMd

5
5
5
5

General occupational therapy

ADL training
Upper limb function training
Joint mobility
Stretching & Strengthening exercise

20

General occupational therapy

ADL training
Upper limb function training
Joint mobility
Stretching & Strengthening exercise

Experimental
(n=10)

Control
(n=10)
a

b

Time(min)

c

40

d

Topological memory, Figural memory, Explaration, Spatia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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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2명으로 평균 연령은 62.73±6.92세이다. 대조군은 남
자 4명, 여자 6명이며, 손상측은 왼쪽 9명, 오른쪽 1명으로 평
균 연령은 65.60±7.63 세이다. 두 군 간에 평균연령과 평균유
병기간, MMSE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1).

12.73±1.90mm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05), 대조군
에서는 연구 전17.27±1.90mm에서 연구 후15.80±1.82mm으
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전후 변
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 3.00±1.25점, 대조군 0.93±0.79점
으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1)(Table 4).

2. 연구방법에 따른 시지각기능 변화
1) 비운동성 시지각 검사의 변화(MVPT)
실험군에서 MVPT수준은 연구 전22.20±2.11점에서 연구 후
25.20±2.04점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p<.05), 대조군에
서는 연구 전 22.53±2.69점에서 연구 후 23.47±3.11점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 3.00±1.25점, 대조군 0.93±0.79
점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1)(Table 3).

3. 연구방법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
1)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의 변화(MMSE-K)
실험군에서 MMSE-K수준은 연구 전20.07±1.58점에서 연구
후 23.67±1.91점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p<.05), 대조군
에서는 연구 전20.73±1.71점에서 연구 후21.73±2.05점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연구 방법에 따른 집단 간 전후 변화량
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3.07±1.58점, 대조군1.00±1.00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1)
(Table 5).

2) 선 나누기 검사의 변화(LBT)

실험군에서 LBT수준은 연구 전16.00±1.60mm에서 연구 후

Table 3. Change of pre-post MVPT
a

MVPT
(score)

Experimental group
(n=10)

Control group
(n=10)

t

p

Pre

22.20±2.11

b

22.53±2.69

－1.109

0.28**

Post

25.20±2.04

23.47±3.11

2.668

0.01**

Change

3.00±1.25

0.93±0.79

5.385

0.00**

t

－9.269

－5.264

Control group
(n=10)

t

p

Pre

16.00±1.60

b

17.27±1.90

－1.969

0.06**

Post

12.73±1.90

15.80±1.82

－4.504

0.00**

Change

3.07±1.58

1.47±1.24

3.080

0.01**

t

8.249

4.559

p

**

0.00**

Control group
(n=10)

t

p

Pre

20.07±1.58

b

20.73±1.71

－1.109

0.27**

Post

23.67±1.91

21.73±2.05

2.668

0.01**

Change

3.07±1.58

1.00±1.00

6.315

0.00**

t

－10.311

-3.873

p

0.00

**

0.01**

a

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b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Table 4. Change of pre-post LBT
a

LBT
(mm)

Experimental group
(n=10)

0.00

a

Line Bisection Test, b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Table 5. Change of pre-post MMSE-K
a

MMSE-K
(score)

Experimental group
(n=10)

p
a

0.00
b

**

0.02
*

**

Mini Mental State Exam-Korean, Mean±Standard deviation,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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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균형을 유지하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각계, 전정계, 안
뜰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중 시각 입력은(visual
input)은 주변 환경과 사물에 대한 정보, 머리의 위치와 움직
임에 관한 정보, 수직성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특히 뇌졸중 초기에 편마비 환자들의 시각정보에 대한 의
존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기 중추신경계에서 올바른 시각 정보
22)
의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지각 장애는
주로 실인증(agnosia), 실독증(alexia), 실행증(apraxia), 실
조증(ataxia)의 형태로 나타나 전반적인 재활치료 과정을 어렵
게 하기 때문에 재활초기에 시지각 장애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3)
치료가 반듯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인지 재활프로그램이 보급화 되어 활용되고 있
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이미지를 활
용해 친근감이 높고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개인의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이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처리되어 치료의 연결성 유지되는 장
23)
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에 문제가 있는
초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을 통해
시지각 기능과 인지기능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군 간
치료 전후 시지각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MVPT, LBT를 이용
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
(RehaCom)을 실시한 결과 연구군에서 MVPT, LBT가 대조
군보다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
훈련을 통해 시지각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Park 등
14)
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초기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
으로 한국형 컴퓨터보조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주 5회 4주간
적용한 결과 시지각 기능과 인지 기능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24)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Jung은 MMSE 18점이상 24점
미만의 인지기능장애가 동반된 뇌졸중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프로그램훈련과 신경되먹임 뇌파훈련을 적
용한 군에서 MVPT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두 군 모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시각
적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훈련 방법이어서 향상된 것이라고 하
25)
였다. Lee등 은 65세 이상 80세 미만인 노인 30명을 대상으
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군과 일반적 균형운동군 간에 인지
기능과 시지각 기능에 대한 효과를 알아 본 결과 두 군에서 모
두 중재 후 시지각 기능과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프로그램 훈
련 후 시지각 기능의 향상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
를 보였다. 시지각 처리 과정은 시각적 자극이 뇌간을 거쳐 피
질의 시각중추로 전달되면 눈을 통해 들어온 상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뇌간에 전달되어 다른 전정감각, 고유수용성감

각, 피부감각과 통합되고 처리되어 보행 및 시각적인 주의집중
25)
에 관여한다. 시지각 능력은 단순히 시각적 정보만이 아닌
선행경험과 관련해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중추신경계의
다양한 영역과 통합 처리과정을 통한 고위의 인지처리 과정이
14)
26)
다. Julkunen등 의 시야손상이 있는 뇌졸중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을 적용한 결과 시야기능의
27)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고, Nelles등 은 반맹증이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을 수행한 결과 정상
인인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향상을 보였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손상된 시지각 기능은 시각탐색, 시각 판단력,
시공간 지남력에 대한 훈련과정을 통해 인지기능과 기능적 활
3)
동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컴퓨터
보조 인지재활훈련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는 동안 시
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시야조절, 시각탐색, 시각기억 등의 훈련
이 제공되었으며, 특히 시각적 화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집
중하는 동안 빠른 눈 움직임이 향상되어 시지각 장애에 대한
보상과 적응반응이 보강되어 시지각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또 다른 결과로 두군 간 치료 전후 인지 기능
을 알아보기 위해 MMSE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을 실시한 결과 연구군에서 MMSE
수준이 대조군 보다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컴퓨터인
지 인지재활훈련으로 인지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28)
Shin등 은 뇌손상 후 인지장애를 보이는 환자 27명을 대상으
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을 시행한 결과 고식적인 치료만
시행한 대조군에 비해 단기 언어성 기억력, 단기 시지각 기억
력, 청각적 및 시각적 주의 집중력이 의미있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인지장애를 보이는 뇌손상 환자에게 인지기능
15)
향상을 위한 유용한 치료도구라고 하였다. Cho등 은 뇌졸중
노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에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프
로그램인 RehaCom을 적용 후 인지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조
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인지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된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프로그
램 훈련 후 인지 기능의 향상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보면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프
로그램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시각적 반응을 촉진하고 다양
한 과제에 대한 정보처리와 문제해결능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난이도는 개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정
되고 치료효과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인지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30명으로 다소
적은 수로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한계
가 있고, 연구에 참여하기 위전에 대상자들이 받은 치료를 통
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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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
련이 시지각 기능 향상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30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군 10명과 대
조군 10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을
적용하였을 때 시지각 기능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았다.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군과 일반적 작업치료군을 대
상으로 주3회, 6주간 각각 적용하였으며, 중재 전과 후에 비운
동성 시지각 검사의 변화(MVPT), 선 나누기 검사의 변화
(LBT),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의 변화(MMSE-K) 측정을
통해 시지각 기능과 인지기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훈련 전
후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군과 일반적 작업치료군에서 모두
시지각 기능과 인지기능 수준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훈련 전후 변화량 비교에서는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군이 일
반적 작업치료군에서 보다 MVPT 수준(p<.01), LBT 수준
(p<.01), MMSE 수준(p<.01)에서 모두 더 유의한 개선을 보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지와 시지각의 문제를 동반한 초기 편마
비 환자에게 6주간의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훈련은 일반적 작업
치료에 비해 시지각 기능과 인지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임을 알
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컴퓨터보조 인지재활프로그램은 향
후 뇌졸중 환자의 작업치료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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