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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hanges in visual perception and daily life activities after simultaneously applying 

the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and transcranial DC stimulation. Particularly,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what changes in 

abilities among daily life activities influenced cognition.  

Methods : This study selected 50 dementia patients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study applied transcranial DC stimulation and 

a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to a treatment group (n=25) and a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to a control group (n=25).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five times per week and 30 minutes per session (total of 30 intervention sessions). This study 

measured visual perception functions and daily life activities using MVPT and FIM before and after applying the intervention.

Results : The visual perception, mobility of daily life activities, cognition, and total score of the treatment group (n=25), which 

received the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and transcranial DC at the same time, were significantly (p<.05)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Moreover, when the visual perception and daily life activities of the treatment group and those 

of the control group after implementing the intervention were compared, they were significantly (p<.05)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the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and 

transcranial DC stimulation was an effective means to enhance the visual perception and daily life activities of dementia patients. 

The results implied that transcranial DC stimulation,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as well as 

a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was effective for improving the visual perception functions and daily life activities dementia 

patients and simultaneous application of the two interventions would increase the effect even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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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매란 뇌의 기질적인 손상 및 파괴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 및 학습, 언어 능력 등의 손상, 신체적 

기능의 상실, 정서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이상 행동을 

초래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보이는 진

행성의 비가역성 퇴행성 질환을 말한다(Son 등,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는 약 75만 488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16 %으로, 치매는 노인의 중요한 질환 중 

하나이다(Lee 등, 2019).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 손상, 신

체적 기능 상실,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및 

보행능력의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일

으켜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Fratiglioni 등, 2000; Jo & Jo, 2018). 또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시지각 장애를 경험하게 되며 공간지각, 

형태향상성 등의 손상으로 새로운 행동의 학습을 저해

하여 기능 회복을 더 어렵게 한다(Lieberman, 1984).

시지각 영역은 인지에 도달하는 관문이며, 뇌가 환경

으로부터 오는 감각정보를 해석하는 기전을 말한다

(Gazzaniga, 2004). 지각된 정보는 다양한 인지 기능을 통

해 활성화 되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심각한 시지각 결손

이 인지손상과 함께 나타남으로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

는 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며, 공간장애와 실행증은 치매환자에게 흔하

게 나타나는 현상이다(Ishihara 등, 2004). 시지각 기능의 

장애, 인지기능 장애, 정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일

상생활활동의 장애로 인해 치매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들에게도 심한 부담의 원인이 

된다.

Cohen-Mansfield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치매노인

의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

욕하기가 가장 먼저 소실되고, 점차적으로 옷 입기, 몸단

장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걷기, 먹기 순으로 기능이 상

실된다고 보고하였다.

일상생활활동의 부분은 시지각 기능과 접하게 연

결되어 있으며, 뇌손상 환자에게 시지각 기능의 회복은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능력 회복과 예후를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Ishihara 등, 2004).

최근 치매환자의 기능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두 되

고 있는 것이 경두개직류전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이다.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이란 

뇌에 직접적으로 전기적 자극을 주어 뇌 세포의 흥분성 

및 억제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표적인 비침습적 

장비이다.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은 사람의 뇌의 흥분성을 

촉진 및 억제하여 뇌의 영역별 신경생리학적 기능을 밝

히고 뇌질환으로 인한 기능적 손상의 회복을 위해 활용

되고 있는 중재방법이다(Kim 등, 2016; Nitsche & Paulus, 

2000; Paulus, 2003; Priori 등, 1998). 경두개직류전류자극

은 두피에 부착된 두 개의 전극을 통해 미세한 전기 자

극이 뇌 피질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전극의 

위치와 극성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는데, 양극(anode)

의 자극은 뇌피질의 흥분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음극

(cathode)의 자극은 흥분성을 감소시킨다(Nitsche 등, 

2003).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의 적용은 시지각 기능 및 일

상생활활동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Kim 

등, 2017). 

중추신경계 손상을 가진 환자들을 상으로 시지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 

dynavision을 이용한 다양한 시지각 프로그램 등을 적용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시지각 훈련을 통해 시각정보

처리 능력, 상지기능 등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Kim 등, 2018). An(2013)의 연구에서 시지각 훈련이 뇌

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향상할 것으로 발표

하였다. 그러나 치매환자를 상으로 체계화된 시지각 훈

련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를 상으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과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을 동시에 적용하

여 시지각 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났는지 알아보고, 특히 일상생활활동 영역 중 어떠한 능

력의 변화가 인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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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개월 동

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재활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입원 및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를 상

으로 하였다. 그 중 상자 선별기준에 부합하고, 본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50명의 상자를 상자 중 경두개직류전류자극 

및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실험군 25명과 허

위로 경두개직류전류자극 및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조군 25명으로 나누어 주 5회, 1일 30분씩 6

주간 총 30회기의 중재를 적용하고, 중재 전𐤟후 MVPT와 

FIM을 이용하여 시지각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하

였다. 본 연구에 참여 하겠다고 동의한 상자의 선별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진행 기간인 6주 동안 입원 및 외래로 연구에 

참여 가능한 자

2)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판별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에서 14점 

이상 18점 이하를  받은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치매임상평가척도(CDR)점수 1점에서 2점을 받은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얻은 자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 평가와 재평가

는 1인의 연구자가 시행하였으며, 연구프로그램에 참여

한 작업치료사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2. 실험도구 및 측정방법 

 

1)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 적용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은 An(2013)

에서 적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기능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치매환자의 수준과 난이도에 맞춰 수정 보

완하였다.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은 운동-협응(VM) 8매, 

도형-배경(FG) 8매, 항상성 지각(PC) 8매, 공간 위치 지

각(PS) 8매, 공간관계 지각(SR) 8매 모두 40매로 영역별 

구분 없이 수행 곤란도에 따라 훈련 순서를 종합적으로 

배열하여 실시하였다. 초급 단계에서 강조하는 운동-협

응(VM)과 중급 단계에서 강조하는 도형-배경(FG)과 형

의 항상성 지각(PC), 상급 단계에서 강조하는 공간 위치 

지각(PS)과 공간 관계 지각(SR)은 상자의 수준에 맞추

어 제시하였으며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과제 위주로 

집중 훈련을 하였고, 1회에 30분간 1:1 치료로 한 과제당 

2회 이상의 반복 훈련을 실시하였다. 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2회 이상의 반복 훈련을 원칙으로 하였다

(Table 1). 

Content of the assignment Training method

Visual-motor coordination
(VM)

Draw a line along the auxiliary line 
(horizontal line, circle, square, rectangle, 
curve)

Trace each shape, or color in an empty area

Figure-ground perception
(FG)

Crossing the road (intersection), finding 
the same shape, finding hidden objects

Draw along intersecting lines, or look for the same 
shape and hidden picture in the image presented.

Perceptual constancy
(PC)

Find the same shape, find the same animal Find and color animals and shapes

Perception of position in space
(PS)

Reversing and rotating shapes (up and 
down), inverted posture (up and down)

The standing posture is marked with an O mark, the 
standing person is marked with an O mark, and the 
person who is doing a handstand is marked with an 
X.

Perception of spatial relationship
(SR)

The position of two objects (front, back, 
side)

Asking for the position between two objects (front, 
back, side)

Table 1. Visual perception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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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두개직류전류자극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은 식염수를 

흡수하는 전극을 두피에 부착하였고, 전류를 발생시키는 

건전지를 사용하여 직류를 발생시키는 Phoresor® PM 

850(Phoresor® II Auto Model No. PM 850, IOMED Inc., 

USA)으로 FDA 인증을 받고 상품화된 제품을 사용하였

다. 양극의 부위는 뒤통수엽(occipital lobe)을 자극하기 

위해, 10~20 국제 뇌파 시스템을 이용하여 C3 (central 3) 

부분에 부착하였고, 음극은 왼쪽 안와위 부위

(supraorbital area)에 스트랩을 감아서 자극 부위에 고정

되도록 하였다(Park 등, 2008). 본 연구의 전극의 위치는 

Boggio 등(2007)과 Nitsche 등(2003)의 선행연구 방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자극 변수인 강도와 기

간은 Iyer 등(2005)의 연구에서 입증된 안정성에 의거하

여 1㎃로 20분 동안 적용하였다. 한편 허위- 조군에서

의 전극의 위치는 실험군과 동일하였고, 적용 후 30초 

후에 자극을 중단하였으나, 상자들 모두는 30분이 경

과하기까지 자극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Fig 1).

Fig 1. Measuring tool

3) 비운동성 시지각 검사(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MVPT)

MVPT는 시지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

로 총 36문항으로 총 점수는 36점이며 MVPT 하위 항목

으로 시각구별(visual discrimination), 전경배경(figure 

ground), 시각기억(visual memory), 시각폐쇄(visual 

closure), 공간관계(spatial relationship)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당 정확한 정답을 선택하였을 경

우 원점수(raw score)로 하였고, 이때 소요된 시간을 시지

각적 수행속도(visual perception progressing time)라 하였

으며, 연령에 따른 원점수, 반응점수, 시지각적 수행속도

의 표준치를 알 수 있다. 본 도구의 검사자간 신뢰도가 

.77∼.83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다른 검사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유용한 검사도구이다(Colarusso & 

Hammil, 1996). 

4) 기능적 독립수행평가(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기능적 독립수행평가는 Granger 등(1993)에 의해 개발

된 도구로,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객

관적 평가이다(Granger 등, 1993). 전체 항목은 인지와 관

련된 5개 항목과 운동성과 관련된 13개 항목으로 총 18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신변처리(self-care), 𐤟소
변 관리(sphineter control), 옮겨 앉기(transfer), 이동하기

(locomo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사회적 인지

(social cognition)의 6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Stineman 

등, 1996).  운동영역(Motor category), 신변처리(self-care), 

𐤟소변 관리(sphineter control), 옮겨 앉기(transfer), 이동

하기(locomotion)로 구성되며, 의사소통(communication),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는 인지 영역(cognitive 

category)으로 구성된다. 수행 정도에 따라 7점 척도로 분

류하며, 7점은 완전독립으로 작업수행에 어떠한 보조도

구 없이 쉽게, 정상적인 속도로 안전하게 수행하는 경우

를 의미 하며, 1점은 완전 의존으로 과제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보조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126점이 만점이며(Trombly와 Radomski, 2007), 검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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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83~.96으로 높아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Granger 등, 1993).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분석의 

방법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사전 값의 동질

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시지각 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중재 전·후의 비교를 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중재 전과 후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결과의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중재 전 실험군과 

조군 간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EG (n=25) CG (n=25)  x² p

Sex
Male 8 7

.10 .76
Female 17 18

Age
60~70 12 11

4.51 .21
71~80 13 14

Average of age 70.00±4.71 70.92±1.04 10.30 .41
K-MMSE 17.32±1.07 17.68±.69 5.02 .29

CDR 1.24±.44 1.20±.41 .12 .73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MMSE-K; mini-mental states examination of Korea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50)

2. 중재 전·후 실험군의 시지각 기능, 일상생활활동 비교

중재 전·후 시지각 기능, 일상생활활동을 비교한 결과, 

중재 전과 후의 시지각 기능, 일상생활활동의 운동성, 인

지, 총점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EG (n=25) CG (n=25) p

Visual-perception function
Pre-test 14.24±2.82  13.76±2.54  .53 
Post-test 26.32±2.30  23.00±2.74

p .00** .00**

Activity of daily 

living

Mobility score
Pre-test 61.84±1.31 62.00±1.22 .66
Post-test 67.40±3.67 64.04±1.34

p .00** .00**

Cognitive score
Pre-test 4.92±2.96  5.40±3.07  .58 
Post-test 11.12±1.61 7.40±1.47

p .00** .06

Total score
Pre-test 68.76±2.80  69.40±3.25  .46 
Post-test 78.52±4.23 71.44±1.96

p .00** .01*

*p<.05, **p<.01

Table 3. Comparison of visual percep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between group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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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사이의 시지각 기능, 일상생활활동 변화량 비교

중재 후 실험군과 조군의 시지각 기능, 일상생활활

동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시지각 기능, 일상생활

활동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EG (n=25) CG (n=25) p

Visual-perception function 12.08±2.34  9.24±2.33  .00**

Activity of daily living

Mobility score 5.56±3.80 2.04±1.62 .00**

Cognitive score 6.20±3.62 2.00±3.35 .00**

Total score 9.76±5.41  2.04±3.66  .00**

*p<.05, **p<.01 

Table 4. Comparison of visual percep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between groups

Ⅳ. 고 찰

본 연구는 경두개직류전류자극 및 시지각 훈련 프로

그램이 치매환자의 시지각과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치매환자를 상으로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을 실시한 

선행연구는 주로 인지 기능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치매 환자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시지각 및 일상생활활

동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시지각 기능의 증진을 보인 

부위에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을 제공하고 동시에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지각 기능 및 일상생활활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군에는 경두개직류전류자극과 시지각 훈련 프로

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조군에는 허위로 경두개

직류전류자극과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경두개직류전류자극과 시지각 훈

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이용한 실험군과 허위 경두개

직류전류자극과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집단 내에서 모두 중재 전𐤟후의 MVPT, 

FIM 총점 및 FIM의 운동성 영역과 사회성 영역 모두에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MVPT, FIM 총점 및 FIM의 운동성 영역과 사회성 영역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지각 기능

과 일상생활활동 수행 능력간의 영향은 알아볼 수 없었

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일상생활활동에 필수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는 시지각 기능의 향상이 일상생활활동 수행 

능력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Kwon 등(2009)의 연구 

결과와 같이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이 뇌신경 세포들을 직

접적으로 자극하여 신경생리학적 및 신체 운동학적 기

능을 촉진시킴으로 시지각 및 운동기능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Kim(2016)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경두개직류전류자극과 동시에 전통적 작업치

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지각 기능과 더불어 일상생

활활동이 증진 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또한, 정

상인의 경우 left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 

부위에 경두개직류전류자극을 적용하였을 때, 시지각 기

능과 관련된 운전기술의 증진을 함께 나타냈다

(Brunnauer 등, 2018). 이러한 결과는 경두개직류전류자

극의 적용은 정상인뿐만 아니라 뇌졸중 및 치매의 경우

에도 시지각 기능의 증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은 시지각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고 교정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시지각 프로그램을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경우 자세 균형 및 독립적 보행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Lee & Song, 2009). 

또한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상으

로 시지각 훈련을 동반한 작업치료를 실시한 결과 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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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증진하였다(Kim 등, 2015). 또한 dynavision을 이용

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Kang 등(2009)의 연

구에서도 시지각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기능 증

진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지각 훈련 프

로그램이 뇌졸중뿐만 아니라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손

상 환자에게 효과적인 시지각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일상생활활동의 경우 시지각과 접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으며, 뇌졸중 환자에게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을 때 시지각 및 일상생활동의 증진을 보였다(An 

등, 2011). 치매 환자에게 집단 작업치료프로그램의 적용

을 통해 시지각 기능과 함께 일상생활활동의 증진을 보

인 Lee 등(2015)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

라서 시지각 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의 경우 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시지각 기능이 증진될 때, 일상생활활

동의 수행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지각 및 일상생활활동 장애는 치매 외에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과 같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에 흔하

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상 질환을 확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자 수도 늘려 연구를 일

반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중재 기간이 6주

로 시지각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추후의 연구에서는 중재 기간을 늘려 중재 지속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상생활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시지각 기능 중심의 중재 적용을 통해 

보다 향상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두개직류전류자극과 시지각 훈련 프로그

램을 동시에 적용한 치매 환자의 시지각 기능,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50

명의 치매 환자를 25명의 실험군과 25명의 조군으로 

나눠 무작위로 배분하여 실험군에는 경두개직류전류자

극 및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조군에서

는 허위 경두개직류전류자극 및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을 적용하였다. 각 집단의 중재 전후 MVPT를 이용해 시

지각의 변화를 평가하였고, 일상생활활동 수행력은 FIM

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실험군과 조군에서 모두 

시지각과 더불어 일상생활활동이 증진하였으며, 중재 후 

변화량의 경우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경두개직류전류자극 및 시지

각 훈련 프로그램의 동시 적용이 치매 환자의 시지각, 

일상생활활동에 효과적임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치매 환

자의 시지각 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으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경두개직류전

류자극 역시 치매 환자의 시지각 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에 효과적임을 의미하며 두 중재법을 동시에 적용 할 경

우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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