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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sonalize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on 
occupational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in stroke patients, and desire to use as the basis for 
presenting an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disabled patients.
 Method: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3 stroke patients undergoing therapy for rehabilitation at the S hospital from 
August 2014 to January 2015.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was conducted based on the desired space. Occupational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ADL assessed by modified COPM, K-MBI. Intervention has provided grab bar and aids fit to the 
environment of each person.
 Result: After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DL score was improved, but improved scores for specific items only. In 
occupation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o find out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f personalize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on occupational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stroke patients,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presenting an effective way to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disabled patients.

Key Words: PEO model,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stroke

ǂ
교신저자 :

박성호 Realotr@naver.com 

논문접수일 : 2015년 3월 1일  |  수정일 : 2015년 3월 20일  |  게재승인일 : 2015년 3월 23일



대한통합의학회지 제3권 제1호

 42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뇌졸중은 우리나라 성인의 3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통계청, 2012), 뇌졸중 환자의 73% 정도는 마비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윤선희, 2006).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과 함께 뇌 병변장애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시

간이 경과될수록 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보건복지부, 2011).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졸중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로 인한 

장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장은진, 2010). 다

른 질환에 비해 뇌졸중환자의 주거환경은 건강한 성인

으로 생활하던 이전에 비해 안전하지 못하고 주거생활

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환경이다(김규식, 2011; 한국

장애인개발원, 2010). 따라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그 역량과 자질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하

고 독립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할 것이다(최재순 

등, 2001).  

주거환경개선은 물리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

를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규식, 2011). 또한, 주거 내에서의 독립성을 증진

시켜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Sonn 등, 1996). 주거환경개선으로 개개인의 독립

성이 촉진 된다면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

고,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

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즉, 주거환경개선은 환자

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

다(김규식, 2011).

현재 국내에서는 각 관련 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 사

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공업체의 부족한 전문성과 

상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

이 나타나고 있다(김상운 등, 2012; 이소영, 2012). 또한 

개별적으로 환경개선을 실시한 상자들은 환경개선비

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환

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시

공업자의 관점에서만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 산출이 되지 않는 것이다(임경민과 이유나, 2013).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환경개선은 치

료적인 효과가 낮고(Wahl 등, 2009), 환경개선을 실시했

음에도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다(이소영, 2012).

최근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작업치

료 이론 중, 사람-환경-작업 모델 (Person-Environment- 

Occupation Model: PEO Model)을 따르고 있다(김규식, 

2011). 사람-환경-작업 모델은 개인과 환경, 작업간의 상

호 의존적인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작업수행이 나타

나는 모델이다(Murray 등, 2007). 또한 이 모델에서는 작

업의 관점을 개인의 의미가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환경과 과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홍소영 

등, 2013). 환경은 공간과 물체뿐만 아니라 작업의 형태

와 사회집단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개인의 작업은 환경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김원진과 장문영, 2007). 즉, 

환경개선은 사람-환경-작업 모델을 통해 개인이 우선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소에 맞춰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CAOT, 2003; Johansson 등, 2007). 

작업치료사는 사람-환경-작업 모델을 바탕으로 주거 

내·외부에서의 활동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Lysack과 Neufeld, 2003), 상담 및 코디네이터의 역

할로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Klein 등, 2000; Mann 등, 1994). 미국, 영국, 캐나

다, 호주 등과 같은 해외에서는 각 지역의 주거 지원센

터를 운영하여 작업치료사가 상자의 신체적 특징과 

일상생활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김규식, 2011; 김태일과 양건, 

2010). 즉, 주거환경개선은 작업치료사가 사람-환경-작

업 모델을 바탕으로 개인과 환경, 작업사이에서의 역동

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Law 등, 1996).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환자의 개인맞춤형 주

거환경개선이 작업수행만족도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고 향후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에 

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

고자 한다.



개인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이 작업수행만족도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 :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43 

일반적 특성 상자 A 상자 B 상자 C

성별 / 연령 남 / 35세 남 / 72세 남 / 73세

발병 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우세측 우측 우측 우측

마비측 좌측마비 좌측마비 좌측마비

주거 유형 / 주거 형태 아파트 / 자가 아파트 / 자가 2층 주택 / 자가

주거 구성 현관+거실+방+욕실+부엌 현관+거실+방+욕실+부엌 현관 및 입구+계단+거실+방+욕실+부엌

실내 이동 휠체어 이용, 보행 보행 보행

간병인 가족 가족 가족

표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연구 기간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한 S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로 

재활을 받는 뇌졸중환자 3명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상자 선정은 주거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뇌졸중환자 중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하거나, 

임 주택인 경우 임 인이 환경개선을 동의한 환자를 

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기간

본 연구의 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

시하였다. 첫 번째 상자의 연구기간은 2014년 8월부

터 9월까지였고, 두 번째  상자는 10월부터 11월까지, 

세 번째 상자는 12월부터 1월까지 실시하였다.

2. 평가도구 및 중재방법

1) 평가도구

(1) 수정된 캐나다 작업수행측정 : COPM(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전·후의 작업수행만족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김한솔(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수정된 COPM으로 평가하였다. COPM은 클라이언트 중

심으로 상자들의 자기관리, 생산적 활동, 여가활동 중

에서 어떤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해 접근할 

수 있는 평가이다(강 혁 등,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정된 COPM은 주거 공간을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로 구분하여 상자들이 각 공간에서 인식하

고 있는 불편한 활동 또는 중요한 활동에 해 알아보

고, 주거환경개선 이후 변화된 작업수행도 및 만족도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정된 COPM의 점수는 1점부

터 10점까지 구성되어 있고, 10점에 가까울수록 작업의 

중요도, 수행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Law 등, 

1994). 또한, 작업 수행도의 전·후 변화수치가 2 이상 차

이가 나타나는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다고 

본다(Carpenter 등, 2001).

(2) K-MBI(Korean-Modified Barthel Index)

K-MBI는 정한영 등(200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평

가도구로서 10가지의 일상생활활동으로 구성되어 3가

지의 이동능력 항목과 7가지의 신변처리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항목별 내용에 따라 가중치가 부가되어 5

등급으로 점수화 된다. 세부 항목은 개인위생, 목욕, 식

사, 소변처리, 계단오르내리기, 옷 입고 벗기, 소변

조절, 보행/휠체어, 의자에서 침 로 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이근호 등, 2011).

2) 연구방법

연구자가 각 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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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상자 A 상자 B 상자 C 합계

안전손잡이 4 6 10
핸드레일 1 4 5

U자 고정손잡이 1 2 3
문 방향 변경 1 1

L자 벽면손잡이 1 1
접이식 변기용 손잡이 1 1 2

리모컨 스위치 1 1
거실 조명등 3 3

높이조절샤워기 고정 1 1
장애인용 목욕의자 1 1
욕실계단용 발판 1 1

표 2. 상자별 제공된 품목

를 토 로 상자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맞춰 환경개선을 실시하였다. 방문 횟수는 총 3

회로 각 회기마다 1회 방문에서는 사전평가, 2회 방문

은 중재, 3회 방문은 사후평가 순으로 시행하였다. 전·

후 평가는 K-MBI와 수정된 COPM으로 일상생활활동과 

작업수행 및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3) 중재방법

본 연구의 중재방법은 상자의 주거환경과 우선순위

에 따라 환경개선 및 보조도구를 제공하였다(표 2). 

(1) 상자 A

상자 A의 우선순위 과제는 변기로 옮겨 앉기, 욕실

출입, 세면 로 이동하기, 트레드 로 이동하기 순이었

고(표 3), 중재용품은 안전손잡이 4개, 핸드레일 1개, U

자 고정손잡이 1개, 문 방향 변경을 적용하였다(그림 1).

(2) 상자 B

상자 B의 우선순위 과제는 변기로 옮겨 앉기, 욕실

출입, 거실조명 켜고 끄기, 거실 복도 이동 순이었고(표 

3), 중재 용품은 L자 벽면손잡이 1개, 접이식 변기용 손

잡이 1개, 리모컨 스위치 1개, 거실 조명등 3개를 적용

하였다(그림 2). 

(3) 상자 C

상자 C의 우선순위 과제는 계단이용하기, 욕실출

입, 변기로 옮겨 앉기, 머리감기, 침실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순이었고(표3), 중재용품은 핸드레일 4개, U자 

고정손잡이 2개, 안전손잡이 6개, 높이조절샤워기 고정

 1개, 접이식 변기용 손잡이 1개, 장애인용 목욕의자 

1개, 욕실계단용 발판 1개를 적용하였다(그림 3). 

Ⅲ. 연구결과

1. 주거환경개선 전·후 과제별 작업수행도의 변화

상자들의 작업수행도 변화는  표 3과 같다. 상자 

A의 작업수행도 변화는 변기로 옮겨 앉기가 3에서 9, 

욕실출입이 3에서 9, 세면 로 이동하기는 2에서 7, 트

레드 로 이동하기는 2에서 7로 증가하였다. 상자 B

의 작업수행도 변화는 변기로 옮겨 앉기가 5에서 9, 욕

실출입이 5에서 9, 거실조명 켜고 끄기는 1에서 10, 거

실복도 이동은 5에서 8로 증가하였다. 상자 C의 작업

수행도 변화는 욕실출입이 3에서 9, 변기로 옮겨 앉기

는 3에서 10, 샤워하기는 1에서 8, 세안하기는 3에서 9, 

침실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는 2에서 9, 계단 이용

하기는 1에서 10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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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자 A의 주거환경개선 전 · 후

그림 2. 상자 B의 주거환경개선 전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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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자 C의 주거환경개선 전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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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상자 A 상자 B 상자 C

과제 전 후 과제 전 후 과제 전 후

1 변기로 옮겨 앉기 3 9 변기로 옮겨 앉기 5 9 계단 이용하기 1 10

2 욕실 출입 3 9 욕실 출입 5 9 욕실 출입 3 9

3 세면 로 이동하기 2 7 거실조명 켜고 끄기 1 10 변기로 옮겨 앉기 3 10

4 트레드 로 이동하기 2 7 거실복도 이동 5 8 머리감기 1 8

5 · · 침실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2 9

표 3. 주거환경개선 전·후 과제별 작업수행도의 변화

우선

순위

상자 A 상자 B 상자 C

과제 전 후 과제 전 후 과제 전 후

1 변기로 옮겨 앉기 1 10 변기로 옮겨 앉기 4 10 계단 이용하기 1 10

2 욕실 출입 1 10 욕실 출입 3 10 욕실 출입 3 10

3 세면 로 이동하기 1 8 거실조명 켜고 끄기 1 10 변기로 옮겨 앉기 3 10

4 트레드 로 이동하기 1 8 거실복도 이동 3 8 머리감기 1 10

5 · · 침실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 9

표 4. 주거환경개선 전·후 과제별 작업만족도의 변화

2. 주거환경개선 전·후 과제별 작업만족도의 변화

상자들의 작업만족도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상

자 A의 작업만족도 변화는 변기로 옮겨 앉기가 1에서 

10, 욕실출입이 1에서 10, 세면 로 이동하기는 1에서 

8, 트레드 로 이동하기는 1에서 8로 증가하였다. 상

자 B의 작업수만족도 변화는 변기로 옮겨 앉기가 4에서 

10, 욕실출입이 3에서 10, 거실조명 켜고 끄기는 1에서 

10, 거실복도 이동은 3에서 8로 증가하였다. 상자 C의 

작업만족도 변화는 욕실출입이 3에서 10, 변기로 옮겨 

앉기는 3에서 10, 샤워하기는 1에서 9, 세안하기는 3에

서 10, 침실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는 1에서 9, 계단 

이용하기는 1에서 10으로 증가하였다. 

3. 주거환경개선 전·후 평균 작업수행도 및 만족도의 차이

상자들의 평균 작업수행도 및 만족도의 차이는 표 5

와 같다. 상자 A의 수행도 차이는 5.5, 상자 B는 5, 

상자 C는 7.2로 나타났고(그림 4), 만족도의 차이는 

상자 A가 8, 상자 B는 6.75, 상자 C는 8로 나타났다

(그림 5). 상자들의 전체 작업수행도 및 만족도의 차이

는 2점 이상으로 나타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

였다. 

4. 주거 내의 일상생활활동 점수의 변화

상자들의 주거 내 일상생활활동 점수의 변화는 표 

6과 같다. 상자 A의 점수는 55점에서 64점으로 증가

하였고, 항목별로는 개인위생에서 3점, 목욕하기 1점, 

화장실 이용하기 8점으로 증가하였다. 상자 B의 점수

는 70점에서 80점으로 증가하였고, 항목별로는 개인위

생 4점, 화장실 이용하기 10점, 보행 12점으로 증가하였

다. 상자 C의 점수는 64점에서 82점으로 증가하였고, 

항목별로는 개인위생 5점, 목욕하기 4점, 화장실 이용하

기 10점, 1층 정도의 계단 오르기 10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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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도 만족도

전 후 후-전 전 후 후-전
상자 A 2.5 9 6.5 1 9 8
상자 B 4 9 5 2.75 9.5 6.75
상자 C 2 9.2 7.2 1.8 9.8 8

표 5. 주거환경개선 전·후 평균 작업수행도 및 만족도의 차이

그림 4. 주거환경개선 전·후 

평균 작업수행도의 차이

            
그림 5. 주거환경개선 전·후 

평균 만족도의 차이 

항 목
상자 A 상자 B 상자 C

전 후 전 후 전 후

개인위생 1 3 3 4 3 5
목욕하기 0 1 1 1 1 4

먹기 8 8 8 8 8 8
화장실 이용하기 2 8 5 10 2 10

1층 정도의 계단 오르기 0 0 8 8 5 10
옷 입고 벗기 8 8 5 5 5 5

배변조절 10 10 10 10 10 10
배뇨조절 10 10 10 10 10 10

보행 8 8 8 12 12 12
의자/침  이동하기 8 8 12 12 8 8

합 계 55 64 70 80 64 82

표 6. 주거 내의 일상생활활동 점수의 변화

그림 6. 주거 내의 일상생활활동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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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 24조에 주거환경개선과 관련

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정태승과 정광효, 2006). 이에 각 관련 

단체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까

다로운 신청절차와 단기간의 신청기간으로 상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김상운 등, 2012). 또한, 상자

와 주거환경을 평가할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시공자업

체와의 의사소통이 제 로 이뤄지지 않아 주거환경개선

의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독할 전문 인력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상운 등, 2012; 이소영, 

2012).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영역으로 개인과 환경에서 상

호작용하는 활동을 통해 각각의 다른 주거환경과 상

자들이 인식하는 불편요소에 맞춰 체계적인 평가와 환

경개선을 제공할 수 있다(이성아와 김현아, 2004; 

CAOT, 2003; Johansson 등, 2007). 즉 사람-환경-작업 모

델을 토 로 개인의 특성에 맞춘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높은 수준의 작업수행을 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경민과 이유나, 2013).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의 개별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이 

작업수행만족도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 향후 장애환자의 주거환경개선에 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자 A와 B는 주거 공간 중 욕실이 가

장 불편한 공간이라고 하였다. 특히 욕실에서의 과제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는데, 상자 A는 욕실입구의 폭이 

좁아 휠체어가 내부로 접근할 수 없어서 보행으로 접근

해야하고, 상자 B는 욕실입구에 문턱이 높아 내부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상자 모두 욕실에서의 안

전을 위한 손잡이 설치를 희망하였다. 또한 상자 B는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리모컨 스위치 설치를 희망하였다. 상자 C

는 주거 공간 중 계단과 욕실이 가장 불편한 공간이라

고 하였는데, 2층 주택의 구조상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 설치를 희망하였고, 욕실에서도 

안전과 편의를 위한 손잡이 설치와 보조도구를 희망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뇌졸중환자 개인의 주거환경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활동들에 차이가 있었고, 욕실과 관

련된 활동들에서는 상자 모두 중요하면서도 불만족스

러운 작업수행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맞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하

였고, 특히 안전손잡이는 뇌졸중환자의 특성상 비마비

측 손으로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그 결과, 

과제별 작업수행도 및 만족도의 전·후 비교에서 상자 

A는 6.5와 8로 나타났고, 상자 B는 5와 6.75, 상자 

C는 7.2와 8로 나타났으며, 모든 상자의 전·후 변화 

수치가 2 이상으로 나타나 주거환경개선 이후의 유의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의 일상생활활동 점수에서는 모든 상

자의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에서만 향상을 보

였다. 이는 상자들이 희망하는 환경개선이 주로 안전

과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장애인 주거공간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주

거 내에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공

간으로의 접근성과 안전성이라고 보고하였다(보건복지

부, 2011;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특히 문턱, 미끄러

운 바닥, 안전손잡이 등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주거환경개선을 실시

한 이후의 평가는 해당 공간에서의 작업을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

다. 즉 주거환경개선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평가보다

는 작업수행의 질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성아와 김현아(2004)의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이 희

망하는 부분의 주거환경개선이 작업수행도 및 만족도에

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고, 김한

솔(2011)의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을 상으로 개인에게 

맞춘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한 결과 작업수행도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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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효능감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개인에게 맞춘 주거환경개선

이 작업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에 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위한 기

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상자의 수가 적고, 뇌졸중환자

에게만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전반적인 일상생활활동 평가도구로는 

작업수행의 질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환과 많은 수를 

상으로 한 작업수행의 질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의 개인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이 

작업수행만족도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 향후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에 한 효율적인 방

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산에 소

재한 S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주거 내에 장애인 편의시

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뇌졸중환자 3명을 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개선 전·후의 과제별 작업수행도와 만

족도는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

미가 있는 활동과 개인, 환경에 초점을 맞춘 주거환경

개선이 작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주거환경개선 전·후의 일상생활활동 점수는 특

정 항목에서만 향상을 보였다. 이는 상자들이 주로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부분에 환경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의 평가는 일상생활활동의 전반적

인 평가보다 환경개선을 실시한 공간에서의 작업수행의 

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은 획일적인 환경

개선보다는 각 상자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조도구를 제

공하여 그 사용방법에 한 지속적인 교육이 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향후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인원을 상으로 작업수행의 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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